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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1) 본 논문은 한민국 헌법상의 국가와 종교의 계의 기본원리를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기본원리의 구명은 그 제로서 헌법 제20조 제2항 후단의 ‘정교분리’

의 의미에 한 해석을 요구한다. 이러한 해석을 해 우선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밝

히고자 하 다.

1. 세속주의, 국가와 종교의 분리, 국가의 종교  립성은 모두 국가와 종교의 규

범  계라는 같은 문제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그 범주는 조 씩 다르고 서로 

특별한 연 을 맺고 있다. 2. 본 논문에서 ‘세속주의’란 세속주의의 철학 ․역사  

의미와 구분하여, 헌법규범  의미에서의 세속주의를 가리키며, 이는 구체 으로 각 

국가에서 발 되는 모습에 따라 몇 가지 유형(model)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곧 국

가와 종교의 규범  계의 유형을 뜻한다. 3. ‘정교분리’라는 용어의 통상  용법은 

두 집단으로서의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본 논문에

서는 ‘일반  의미의 정교분리’라 부른다. 그리고 국가의 종교  립성과 ‘일반  의

미의 정교분리’(즉 국가와 종교의 분리)는 유사해보이지만, 자가 후자보다 이론 으

로 우선성(優先性)을 가진다. 자가 후자보다 더 정치철학 등 련분야 연구와의 용

어  호환성이 있으며 헌법학 자체의 법리 발달에도 유용한 개념이다. 4. 립성은 배

제  립성과 포함  립성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데 이것은 국가간 설명과 국가

내 설명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5. 국가간 찰  설명방법(4.)을 시도하여보면 랑

스는 배제  립성을 고수하고, 독일은 포함  립성에서 배제  립성으로 다소 

이동하며, 미국은 배제  립성에서 포함  립성으로 다소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

다(제5-1명제). 세 국가에서 모두 국가-종교 계에 하여 크게 보아 배제  입장과 

포함  입장이라는 두 견해로 나뉘고 있으며 보통 두 입장은 각각 그 입장이 ‘ 립

’임을 표방한다(제5-2명제). 6. 국가내 찰  설명방법(4.)을 시도해보면, 세 국가 

모두에서 사법과 정치(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각각이 표방하는 립성은 

각 역의 속성에 따라 ‘갈등’을 노정하게 되지만, 그러나 차차 ‘수렴’하기도 하는 

상을 보이게 된다. 7. 국가의 종교  립성은 정교문제와 련하여 기본권 침해여부

를 단하거나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기 이 될 수 있

으며, 실질  문제해결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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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제를 밝 낸 후 이어서 한민국 헌법상의 국가와 종교의 계에서의 

립성의 의의를 구명하고자 하 다. 즉, 8. 우리의 경우 아직 이러한 국가-종교 계 

체제에 해 그 합한 규범  기  설정에 한 논의가 충분히 세 하게 발 되지는 

않았다. 9.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은 이미 한민국 헌법  법률 체계에 내재해 

있다. 10. 명제 8에도 불구하고, 명제 9에 근거할 때, 한민국의 행 련법령과 

례는 국가의 종교  립성 기   그 양면성을 용하여 평가하고 유형화할 수 있

다는 을 밝힌다.

(2) 8, 9, 10명제를 해결하면 이제 우리는 한민국 헌법상의 국가와 종교의 계의 

기본원리를 구명하는 본 논문의 목표에 거의 근 하게 된다. 실질 으로는 이것은 곧 

국가와 종교의 계에 련된 헌법의 조항들(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 제11조의 

평등권, 제20조 제2항의 국교부인  정교분리조항)을 종합 으로 해석하는 것을 요

구하는데, 특히 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의 의미를 깊게 연구하여 해명하는 것이 요하다. 후자의 것을 나는 기

 목표라 부른다. 이 문장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과 국가의 종교  립성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에 따른 세 세부목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정치”, ‘종교’라는 개념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둘째, 정교분리의 규범의 

수범자가 국가만을 뜻하는지, 그 지 않은지를 밝 내는 것이다. 셋째, ‘분리’의 의미

는 국가의 종교  립성  어떤 립성을 의미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특히 셋째와 

련하여, 이는 결론 으로 배제  립성을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일단 헌법상 국

가의 종교  립성이 헌법규범 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신앙의 자유조항, 평등조항, 

국교부인-세속성조항에 의해서, 혹은 경우에 따라 세 번째의 것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법이론 으로 고찰하여도, 그리고 비교헌법학 으로 고찰하여도 그러하 다. 이 때 

립성은 양면성을 가지는데, 국교부인-세속성조항이 있다면 이것은 특히 배제  립

성과 련된 기반이 되고, 평등조항은 특히 포  립성과 련된 기반이 된다. 

우리 헌법의 경우 제20조 제1항, 제11조, 제20조 제2항이 의 신앙의 자유조항, 평

등조항, 국교부인-세속성조항 각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20조 제2항 후단의 “분리”

는 이  배제  측면을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헌법의 경

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종교  립성 

원칙과 ‘일반  의미의 정교분리’(즉 국가와 종교의 분리)는 종교의 자유 조항(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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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평등조항(제11조), 국교 지조항 등(제20조 제2항 단)을 결합하여 도출될 수

도 있고, 심지어 세 번째의 것이 없더라도 도출될 수 있다.

(3) 헌법 제20조 제2항을 제20조 제1항, 제11조와 함께 해석하여 추출할 수 있는 핵

심  가치는 국가의 종교  립성이다. 국가의 종교  립성은 정교문제와 련하

여 기본권 침해여부를 단하거나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기 이 될 수 있으며, 실질  문제해결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은 용주체별, 행동 역별 등의 분류기 에 의해 단계별로 구체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단계별 구체화는 공공성에 따른 분류와 연 이 깊다. 국가작용의 공

공성을 강하게 고려해야 할 용주체와 행동 역이 문제될 때, 국가의 종교  립성

은 배제  립성으로 작용하며, 국가작용의 배타성 혹은 독 이 불필요하거나 불가

능한 역과 용주체를 고려할 때에는 포함  립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명제 9와 10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은 이미 한민국 헌법 

 법률 체계에 내재해 있으며 이 기 은 한민국 정교 계 내지 제도의 분석틀로서 

유효하다. 행 법률 내지 례를 단계 인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을 용하여 

유형화할 수도 있었다. 즉,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은 일정한 규범 역에 한 

응 계를 설정하여 헌법 단 기 으로서 보다 구체 인 지침을 제공해  수 있는 원

리로서, 한민국 헌법상의 국가와 종교의 계의 기본원리라 할 것이다.

(4) 앞으로는 공무원법제, 선거법제, 조세법제, 교육법제, 노동법제 등 각 역별로 

이러한 국가의 종교  립성에 한 논의와 연구가 더 심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랑스 등의 국가들처럼 정교문제에 해 우리도 차 

정치(입법, 행정) 역이든 사법 역이든 립성 원칙을 헌법해석의 기 으로 사용하고 

구체  사례에 극 용해 나간다면, 그 내용은 풍부히 발 할 것이다. 한민국의 

재 상황에서는, 국가-종교 계에 한 법  담론이나 사회  합의의 확인이 미진한 

여건 하에서 입법기 들이 과감한 입법  조치를 서두르게 되기보다는, 학계의 추가

인 연구로 인한 자극과 도움을 통해 먼  사법기 들이 새롭게 발 된 례들을 생

산하여 국가-종교 계에 한 새로운 단계의 법  논변과 담론의 시작을 열게 되고, 

그리하여 그 논변이 다른 국가기 에도 퍼져나가며 정교화될 수 있을 것으로 측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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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정교분리, 종교  립성, 국가와 종교, 라이시떼, 국교 지, 종교헌법

학  번 : 2007-3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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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문제의 제기  연구의 목

Ⅰ. 문제의 제기

근  이후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는 국가와 종교를 구별하여 

분리함을 기본 제로 하며, 종교가 지배하는 국가 즉 종교국가를 부정한다. 이러한 

정교분리는 자유주의 시  이래로 발달해 온 국가의 립성이라는 개념이 종교에 

해서도 용됨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날 부분의 입헌민주주의국가는 이 원리를 

채택하고 있고 한민국도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래 재까지 곧 정교분리 원리

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교분리와 국가의 종교  립성은 각각 의문의 여지가 없는 확정된 개념

인가. 그 개념들은 시공간에 계없이 일정한 효력을 가지는가. 정교분리와 국가의 종

교  립성에 반되기 때문에 지되는 국가행 와 그러하지 않은 국가행 의 경계

를 구분하는 단기 은 완 한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

로 남아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교분리와 국가의 종교  립성이 서로 어떤 연

을 맺고 있는 개념인지에 해서도 우리 학계 내에서 분명히 해명되지는 않고 있다고 

찰된다.

와 같은 문제상황의 원인은 먼  역사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정교분리와 국

가의 종교  립성은 서구사회가 세 이후 종교 쟁과 분열을 겪으며 그 고통스러

운 경험을 딛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빚어낸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의 서로 다른 역사 

 문화에 따라, 정교분리와 국가의 종교  립성의 범 와 강도 역시 서로 다른 양

상을 띠게 되었다. 우리는 정교분리와 국가의 종교  립성 개념을 낳은 그러한 역

사  경험을 심도 있게 공유하지 않았으며, 문제 상황 역시 특별히 경험한 바 없었다. 

그리고 근 국가의 수립과 함께 우리에게 이식된 수많은 제도와 마찬가지로 정교분리

와 국가의 종교  립성이라는 개념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러

한 정교분리와 국가의 종교  립성에 한 후천  고민과 천착이 심화되기도 에 

우리는 1980년  이후 각 종 의 향력 증 와 가치다원주의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실에서 이것이 비로소 자주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을 마주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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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에서 정교분리와 국가의 종교  립성은 그 의미와 상이 해명되어야 하는 

역이며, 그를 통해 종교의 자유 등 계 기본권의 보장 역과 한계도 보다 분명히 드

러나게 된다. 

다음으로 이는, 정교분리와 련된 개념상의 혼란 때문이기도 하다. 한민국에서 

단지 ‘정교분리’ 문제라고 부르는 것에 하여 외국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개념과 이름으로 포착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 은 

랑스, 독일, 미국, 국 등 구미국가 뿐 아니라 인도, 싱가포르, 말 이시아, 인도네시

아, 아르헨티나, 라질 등 이 문제에 집 하여야 할 국가  사회  필요성이 있는 여

러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의 헌법학, 사회철학, 정

치철학의 문헌들과 논의들에서 이 문제는 (신학 , 철학 , 역사학  의미가 아니라 

규범학  의미에서의) ‘세속주의’(secularism, Säkularismus) ‘세속성’(secularity, 

Säkularität), ‘세속국가’(secular state, säkulares Staat(-swesen)) 라든가 는 ‘국가의 립

성’(neutrality of state, Neutralität des Staates), ‘국가의 종교  립성’(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religiöse Neutralität des Staates), ‘라이시떼’(laicity/laicism, Laizismus, laïcité , 

랑스에서 연원한 엄격한 분리 방식의 세속주의, 비종교성)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가장 포 인 제시방법으로는 ‘국가와 종교(state and religion, Staat und 

Religion)’가 있으나 이 한 ‘국가와 교회(즉 종교단체)’, ‘정치와 종교’ ‘정치와 교회

(즉 종교단체)’ 등등으로 다양한 뉘앙스의 변종  표 을 수반하고 있다. 에서 용어 

확정에 있어서의 두 가지 곤란성을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답을 얻고자 하는 

것과 동시에 그에 앞서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도 하다.

Ⅱ. 연구의 목   배경

1. 연구의 목

본 논문은 한민국 헌법상의 국가와 종교의 계의 기본원리를 구명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기본원리의 구명은 그 제로서 헌법 제20조 제2항 후단의 ‘정교분리’의 

의미에 한 해석을 요구한다. 이러한 해석을 해 우선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밝히

고자 한다.

1. 세속주의, 국가와 종교의 분리, 국가의 종교  립성은 모두 국가와 종교의 규

범  계라는 같은 문제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그 범주는 조 씩 다르고 서로 



- 3 -

특별한 연 을 맺고 있다. 2. 본 논문에서 ‘세속주의’란 세속주의의 철학 ․역사  

의미와 구분하여, 헌법규범  의미에서의 세속주의를 가리키며, 이는 구체 으로 각 

국가에서 발 되는 모습에 따라 몇 가지 유형(model)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곧 국

가와 종교의 규범  계의 유형을 뜻한다. 3. ‘정교분리’라는 용어의 통상  용법은 

두 집단으로서의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본 논문에

서는 ‘일반  의미의 정교분리’라 부른다. 그리고 국가의 종교  립성과 ‘일반  의

미의 정교분리’(즉 국가와 종교의 분리)는 유사해보이지만, 자가 후자보다 이론 으

로 우선성(優先性)을 가진다. 자가 후자보다 더 정치철학 등 련분야 연구와의 용

어  호환성이 있으며 헌법학 자체의 법리 발달에도 유용한 개념이다. 4. 립성은 배

제  립성과 포함  립성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데 이것은 국가간 설명과 국가

내 설명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5. 국가간 찰  설명방법(4.)을 시도하여보면 랑

스는 배제  립성을 고수하고, 독일은 포함  립성에서 배제  립성으로 다소 

이동하며, 미국은 배제  립성에서 포함  립성으로 다소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

다(제5-1명제). 세 국가에서 모두 국가-종교 계에 하여 크게 보아 배제  입장과 

포함  입장이라는 두 견해로 나뉘고 있으며 보통 두 입장은 각각 그 입장이 ‘ 립

’임을 표방한다(제5-2명제). 6. 국가내 찰  설명방법(4.)을 시도해보면, 세 국가 

모두에서 사법과 정치(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각각이 표방하는 립성은 

각 역의 속성에 따라 ‘갈등’을 노정하게 되지만, 그러나 차차 ‘수렴’하기도 하는 

상을 보이게 된다.

7. 국가의 종교  립성은 정교문제와 련하여 기본권 침해여부를 단하거나 국

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기 이 될 수 있으며, 실질  문제

해결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명제를 밝 낸 후 이어서 한민국 헌법상의 국가와 종교의 계에서의 

립성의 의의를 구명하고자 한다. 즉, 8. 우리의 경우 아직 이러한 국가-종교 계 체

제에 해 그 합한 규범  기  설정에 한 논의가 충분히 세 하게 발 되지는 

않았다. 9.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은 이미 한민국 헌법  법률 체계에 내재해 

있다. 10. 명제 8에도 불구하고, 명제 9에 근거할 때, 한민국의 행 련법령과 

례는 국가의 종교  립성 기   그 양면성을 용하여 평가하고 유형화할 수 있

다는 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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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배경

이러한 명제들에 한 이론  해명 작업을 해서 무엇보다도 태 부터 종교와 떨

어지기 힘들었던 인간의 속성부터 다시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 삶의 두 가지 

존재양식인 내면  생활과 외면  생활은 서로 한 계를 가지며, 이는 우리 삶

의 본질이다. 인간은 물질로서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을 가진 존재이며, 이러한 

존재양식들은 어느 하나가 우 에 있거나 동등한 균형을 이루거나 하는 형식으로 상

호 병존하는 것이 일상 이다. 인간 개인이 그러하듯 인간의 군집인 단체 한 그러

하기에, 국가와 종교, 특히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계문제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역사가 쓰여진 이래로 이어져왔고 특히 근 사회의 탄생과 함께 폭발 으로 논의

된,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가장 핵심  문제  하나로 여겨져 왔다. 이에 ‘교회와 국

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rennung von Kirche und Staat)’는 기독교의 

지배와 기독교 국가를 경험하고 이를 타 하고자 한 서구 근 국가의 기본  요소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특정 종교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한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Religionsfreiheit)’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에서도 자유권의 발달사

상 선구  역할을 수행한 가장 고 인 기본권으로서 근 민주주의의 정신  기 로

서 간주되고 있다. 역사 으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요

구는 국가에 의한 종교  탄압  종교를 이유로 한 국가 간, 집단 간의 쟁과 같은 

서구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종교의 자유는 정교분리를 

한, 특히 서구의 교권주의 시기  서임권 투쟁기 이후 계몽사상의 확산에 이은 근  

입헌국가의 탄생기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한 오랜 투쟁의 소산으로서 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는 모든 정신  자유의 원형이며, 모태라고까지 일컬

어지는 지 를 획득하 다. 이러한 에서 정교분리는 역사 으로 종교의 자유의 성

립을 동반한다. 나아가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가 논리 , 필연 으로 연결되느냐에 

하여는 본문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역사 으로 정교분리  그에 선행 내지 제된 종교의 자유 운동은 다른 모든 

신운동이 그러하듯이 무시, 반 되거나 나아가 탄압, 박해에 직면하면서도 그것을 극

복하면서 발 하여 왔다. 이는 오늘날도 외는 아니다. 근  계몽주의 이후 이성과 

과학의 발 을 경험한 사회는 ‘세속주의’가 보다 일반화될 것이라는 측이 지배

이었으나, 사회  국가의 反세속화의 움직임 한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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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치다원주의 인 사회에서 오히려 ‘확실한 답’을 원하

는 인의 심리  속성, 국가의 권한이 확 되면서 인간생활의 정신  역까지를 

포함하여 생활 역 반에 국가의 여가 확장되는 양상에 한 종교 측의 반발 등이 

이유로 일컬어지고 있다. 한편 종교는 이러한  국가의 모습에 응하여 개인 -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 -세속  차원에까지 그 선교와 심의 역을 확

하여 가고 있다. 그 결과 국가와 종교의 역이 서로 복되면서 양자 사이의 긴장

계가 형성되는데, 립 갈등의 계가 심화될수록 기본권과 인간생활의 안정성은 

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시  상황에서 각 국에서 국가와 종교 간의 계가 어떠한지, 정교분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고 헌법규범이 실을 어떻게 규율해 가고 있는가를 고찰할 필요

가 있다. 정교의 분리를 보장하는 제도는 미국, 일본, 랑스, 포르투갈과 같이 헌법에 

정교분리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는 경우와 독일과 같이 ‘국교부인’을 명시하면서 ‘평등

권을 보장한 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 국과 같이 국교가 있음에도 ‘종교  

용’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한민국은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미국과 일본의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1)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은 서구와 같은 역사  경험 없이 법문의 계수

를 통해 도입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역사  철학 으로 형성된 정교분리원리

에 한 이해가 없다면 규범력이 형해화될 수 있다. 실제로 헌법은 종교 문제에 하

여 제기되는 우리 실상의 여러 문제(종교정당의 설립 허용 여부, 종교인의 공무담

임, 교회의 정치발언  기타 정치  활동의 허용 여부, 교육, 교정 등 공  과제에의 

참여 허용 여부, 종교재산에 한 과세문제,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지 않는 종교교육을 

받게 되는 고등학교의 무시험배정에 의한 문제, 사립 학에서의 종교교육의 강제, 

종교 법인법의 제정문제 등)의 해결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1)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헌법에서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에콰도

르 (2008년 헌법 제1조), 랑스 (1958년 헌법 제1조. 헌법 제정 이  1905년의 법을 통해 

정교분리가 확정되었다), 인도, 일본 (1947년 헌법 제20조와 제89조. 1889년 메이지(明治) 

헌법 제 28조도 정교분리조항을 두고 있으나 당시 神道가 국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는 

명목상의 의미만 있었다), 한민국 (헌법 제20 조 제2항), 멕시코 (1917년 헌법 제 3 조), 

북 사이 러스 (1983년 헌법 문  제71조), 터키 (1924년 헌법 제2조), 포르투갈 (1976년 

헌법 제41조 제4항), 체코 공화국(헌법 제3조에 따른 체코 헌법재 소의 해석), 우루과이 (1

964년 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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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면, 랑스의 경우 정교분리를 명확히 하기 해 일 이 개

별법(1905년 정교분리법)이 제정되었고, 독일의 경우 종교법(교회법)이 공법질서 안에 

들어와 있어 정교 계에 한 공법학계의 연구와 사례가 풍부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

법원의 다수의 결을 통해 정교분리에 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실무와 학계 양쪽에

서 개되었다. 특히 미 연방 법원의 경우 정교분리에 한 고정된 규칙을 설정하기

보다는 당 의 헌법 실을 고려하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랑스, 독

일, 미국의 정교분리 이론에 비하여 볼 때 우리의 정교분리 논의는 추상 이며 헌법

실과도 잘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구에서 정교분리는 개인  자유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 에 결정  

역할을 해 왔다. 오랜 민주  통과 정교분리에 한 제도  례가 집 되어 있는 

서구의 경험을 살펴 으로써 우리 헌법상 정교분리원리의 이해를 강화하고 나아가 헌

법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앞에서 언 한 명제를 구명하기 한 방법론으로 독일, 랑스, 미국의 사례를 한국

의 규범 실과 비교하는 비교법  방법을 사용한다. 정교분리 이론과 제도의 형성에 

있어 이 세 나라는 풍부한 역사  경험이라는 공통 을 가지는 동시에 각각 독자  

유형을 보여 다는 에서 분석 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본격 인 비교법  고찰에 

앞서 우리 헌법 상 정교분리규정의 형성과 그 의미를 제헌헌법 제정과정에서부터 살

펴보기로 한다.

제2  연구의 범

정교 계 즉, 정치와 종교, 국가와 종교에 한 연구는 한민국의 경우, 종교학, 사

회학, 법학 등에서 행해져 왔다. 서구 사회과학의 경우 종교에 한 한 세속화 이론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개별 종교의 자유의 사례들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이 주제에 한 연구가 극히 흔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견해도 존재하지

만,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근 시  이후 1900년  반에 이미 정리가 된 오래된 주

제라고 여겨졌던 동 주제가 제2차세계  이후 그리고 특히 70년  이후 유럽과 미

국을 포함한 서구사회에서 이민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 구성의 변화  종교  다

양성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의 다원주의화로 인해 차 뜨거운 안으로서 부활하

다. 이때는 단순히 국가와 종교 일반이 ‘분리’되느냐의 이슈만이 아니라 한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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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각 종교단체들에 해 립 인가라는 국가의 (종교 ) 립성 문제나 그들에

게 평등한 우를 하고 있는가라는 평등 우의 문제가 함께 제기되게 된다. 게다가 

아시아 국가는 2차  이후 주로 독립된 신생국가로서 부분 정교분리원칙을 받아

들이지만, 자신 내부에 가진 역사 으로 형성된 종교와 그 깊은 습에 한 사항과 

동 형식 인 정교분리원칙사이에는 상호 유리되고 부정합 인 면들이 속출하게 되어 

겉은 정교분리원칙을 택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한 두 종교집단이 지배  지 를 차지

하고 나머지는 법 이든 비법 이든 차별을 받게 되는 구조로 진행되는 나라들( 컨

 인도네시아 등)이 생겨남에 따라 이 정교분리원칙 나아가 정교 계에 한 헌법  

원칙이 해당국가에서 제 로 정립되어 있는가에 한 의문이 해당 국가의 학계와 정

치계  해외 학계에 갈수록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을 볼 때 헌정주의와 련해 종교와 국가의 계를 찰하는 여러 연구는 

21세기를 넘어 2010년 에 들어선 재에 있어서는 모든 사회과학과 법학이 발 된 

나라들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라이시떼 원칙에 한 공화

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랑스 등 유럽에서는 동 문제가 최근 1990년  이후 

국가와 사회 체를 휩쓰는 안과 이슈들을 포함하게 되므로 그러한 상의 주제로

서 정치학 등 사회과학  법학에서 매우 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  특이하게

도 정교분리가 연성으로 이루어지고 교회법도 국가법으로 편입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이 문제가 아  공법학의 한 분야로 종종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47년

의 Everson 결 이후 활발히 제기되어온 미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부인조항에 한 

법  논의가 연방 법원을 심으로 한 사법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입법부와 행정부

에서의 논의  사회 체에서의 논의에 심 한 균열  논의의 특별한 지형구조를 

내포하고 있어, 학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깊게 다루고 있는 나라  하나로 인

식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 한민국에서는 이 주제의 요성을 일 이 인식한 몇몇 학자들에 의해 

이 주제가 꾸 히 주목을 받아왔다. 1980년  반 최종고는 국가와 종교라는 주제에 

심을 지니고, 독일 박사논문으로 제출한 “한국에서의 국가-종교”이외에도 국내에서 

이와 련된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종교법학’이라는 학문분야가 있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 때 종교자유의 보장과 한계, 정교분리의 내용과 의미, 종교 련 

례의 정리, 종교 련 입법의 필요성 제기, 유교, 불교 등 각 종교의 국가 , 한민국 

수립 후 4.19까지 기독교의 정치 참여 등 종교와 정치, 그리고 종교와 국가라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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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의 분야를 한번씩은 언 하게 된다.2) 최종고의 법학분야의 이

러한 연구는 양건, 연기 , 강경선3) 등의 연구를 거쳐, 최근에는 박홍우, 송기춘4) 등

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1990년   한국종교사회연구소는 통사찰 보존법, 향교재산법 등 행 종교 

련 법들을 국내에서 최 로 포 으로 검토하여, 문제 들을 지 하고 아울러 종교

법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5) 종교학 분야의 이러한 심은 이후 김종서6) 등

의 후속 연구로 이어졌다. 종교학 분야의 최근 새롭게 주목 받는 주장은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 제도가 근  이후 우리에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이나 제도에 

한 분석 인 성찰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정교분리제도의 수용이 종교의 권력화, 종

교와 정치의 유착의 가능성을 오히려 열어 놓았다는 주장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에서도 2000년  이후, 국가-종교 계와 련하여 ‘국가의 종

교  립성’에 한 논의나 그 소개가 생겨났다는 이다.7) 다만 이 선행연구들은 

체로 한 국가의 례나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는 데 목표를 둔 개별 논문들로서 그 

성과를 낸 것들이었다. 국가의 종교  립성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정치철학 등의 

이론  설명과 아울러 학제  연구로 치 하게 검토하거나, 아  비교법 으로 2개 

이상의 나라를 포 하여 비교하며 다루는 동시에 우리 헌법 제20조 제2항 등의 해석

2) 최종고, 「國家와 宗敎」 (서울 : 現代思想社, 1983) ; 최종고, “한국종교법학의 황과 

망,” 「종교와 문화」 제5권 (1999).
3) 양건, “정교분리의 원칙,” 「고시계」 제28권 제9호 (1983) ; 양건, “(헌법)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고시계」 제32권 제3호 (1987) ; 연기 , “세계의 종교법인법과 한국에서의 제정 

가능성,”「 사회」 25 (1987) ; 연기 , “종교 계 법령의 문제 과 입법정책  과제,” 

「법과사회」 제2권 (1990) ; 강경선, “국가권력과 종교,” 「公法硏究」 제22집 제2호 (199

4).
4) 송기춘, “종교 련 제도의 헌법  문제 과 그 개선방향,” 「憲法學硏究」 제12권 제5호 

(2006).
5)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의 종교와 종교법 : 종교단체의 법인체 등록」 (서울 : 민족문

화사, 1991) 이 책은 부록으로 외국의 종교 련법을 수록하고 있다.
6) 김종서, “  종교법제의 이론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15권 제1호 (1992).
7) 이부하, “종교의 법  개념과 국가의 종교  립성 : 독일의 법이론을 심으로,” 「憲法

學硏究」 제14권 제2호 (2008) ; 최윤철,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  립성 - 교사의 

머리수건 착용에 한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결정을 심으로,” 「公法硏究」 제32권 제3

호 (2004) ; 김홍섭, “독일의 국가와 교회 계에 한 비  검토,” 「독일언어문학」 제5

2집 (2011) 229-248면 ; 池圭喆, “ 랑스헌법에서의 라이시떼 (laïcité, 비종교성) 원칙에 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9) 132면 이하. 그리고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외

국의 종교  립성의 의미를 비교하면서, 랑스 국사원(꽁세이데따)의 련 례들을 소

개한 최근의 연구로는 훈, “종교  립성에 한 고찰,” 「法學論攷」 제41집 (2013) 경

북 학교 법학연구원 편, 533-556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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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교  립성의 개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깊이 구명하는 사례는 드문 것

으로 보인다.

법학과 종교학 분야의 연구가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 제도, 종교 련 법령의 문제

 등을 심으로 주로 규범 인 지평에서 진행되어 온 반면, 사회학 분야의 연구는 

하나의 사회 상으로서의 종교라는 측면에서 특정종교의 정치  태도와 정치참여의 

유형, 그리고 그것의 역사  이유 등을 으로 살펴왔다. 이들은 특히 개신교 내

부 각 세력들의 정치참여 방식을 구체 으로 살피고, 1980년 후반 이후 개신교의 보

수와 진보의 정치사회  동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그 정치  동향을 나름 로 측하

기도 하 다. 표 으로 강인철은 일제하, 미군정을 거쳐 이승만 정권까지 천주교와 

개신교의 국가와 정치에 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를 발표하 으며, 최근에는 본인의 

십수년에 걸친 연구성과를 5권으로 엮어내는 작업을 해내기도 하 다.8)

앞에서도 지 하 듯이 서구의 경우 체로 1980년 이 에는 세속화 련 이론과 

정교분리원칙이란 종교는 사  역, 정치는 공  역으로 나뉜다는 제에서 언

되고 있으나, 이들은 1980년  이후 세계 으로 종교가 사  역에만 머물지 않고 

차 공  역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해나가는 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음이 찰

된다.9) 서구의 학자들은 체로 종교와 정치 간의 일반 인 계 유형에 심을 보이

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 국가별 정치와 종교 간의 계 유형에 한 심10)과 함

께, 지역 국가별로 그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11), 그리고 종교가 선거에 미치는 

8) 강인철,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 (서울 : 한신 학교출 부, 2012) ; 앞의 자,「종교

정치의 새로운 쟁 들」 (서울 : 한신 학교출 부, 2012) 등.
9) 표 으로, Jose Casanova,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Chicago : University of Ch

icago Press, 1994) pp. 5-6. ; J. Rawls, “The priority of right and ideas of the good,” Philosop

hy & Public Affairs, Vol.17 No.4 (1988) ; Jürgen Habermas,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E

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Vol.14 No.1 (2006) 등.
10) Wuthnow/Beckford, The encyclopedia of politics and religion (London : Routledge, 1998) ; Jef

f Haynes, The politics of religion: A survey (London : Routledge, 2006) ; Russell Sandberg, 

“Church-State relations in Europe: from legal models to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Journal 

of Religion in Europe, Vol.1 No.3 (2008) 등.
11) Jeff Haynes, Religion in global politics (London : Longman, 1998) ; Ronald Norris, Sacred an

d Secular: Religion and Politics Worldwid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Norman Doe, Law and religion in Europe : a comparative introduction, (Oxford : Oxford Univ

ersity Press, 2011) ; Madeley/Enyedi, Church and state in contemporary Europe : the chimera 

of neutrality, (London: Frank Cass, 2003) ; Bautista/Lim, Christianity and the state in asia: co

mplicity and conflict, (London : Routledge, 2009) ; An-Na'im Na, Islam and the secular state: 

Negotiating the future of Sharia (Boston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 Ted G. Jelen, “Re

ligion, State, and Society: Jefferson's Wall of Sepa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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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등에 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과 련하여 일군의 서구학자들은 한 국

가의 고찰 는 국가간 비교 고찰을 국가의 종교  립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수

행하거나, 이 국가의 종교  립성이라는 개념을 심도있게 이론 으로 고찰하기도 

하 다(이러한 의 선행연구들에 해서는 본고 각 장의 해당 부분에서 언 하도록 

한다).

일본과 련해서는 종교와 정치, 그리고 종교와 국가에 한 연구는 에도시 의 경

우 주로 불교가 국가 운 에 기여한 12), 그리고 에도시  이후 신도(神道)가 정치와 

국가에 미치는 향이 주로 다루어지며13), 최근에는 일본 국내 인 특수 주제로 창가

학회라는 특정 종교가 만든 공명당의 활동에 한 들  공직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찰된다.

기타 종교문제가 안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등 많은 수의 아시

아 개별국가들에서는 체로 2차  직후의 국가수립시기에 깊은 이해없이 받아들인 

정교분리원칙이 그 국가에서 온 히 작동하지 못하거나 그 원칙이 실제의 운용에서는 

특정 국내 집단이 결과 으로 우 되거나 소외되는 을 종종 방치하여 무력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갈등이 증폭될 험이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되자 그들은 그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 깊게 이해되고 조정된 정교 계의 원칙을 수립하고자 서구를 포함한 세

계의 법제도와 학계의 논의들을 연구하여 자신의 제도에 한 더 나은 망을 찾으려 

하는 연구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찰된다.

그러나, 종합하여 볼 때 한민국은 와 같이 특히 1970년 부터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힘입어 종교와 정치, 종교와 국가를 심으로 한민국의 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꾸 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까지도 종교의 자유의 한계나 정교분리

의 원칙을 연구하기 한 제가 되는 헌법상 종교의 개념에 한 정의가 아직 일

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교분리의 의미 내지 정도에 하여도 견해

가 분분하며, 국가의 종교  립성 개념에 해서는 그 요성에 비추어 볼 때 놀랄

만큼 드물게 학계와 실무계에서 다루어져 왔다. 일부 연구성과가 있는 경우들도14) 각 

f Church and State, Vol.52 No.2 (2010) 등 참조.
12) Ichiro Hori, Folk Religion in Japan (Chicago: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Nam-lin 

Hur, Death and Social Order in Tokugawa Japan: Buddhism, Anti-Christianity, and the Danka 

System (Boston :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7) 참조.
13) Helen Hardacre, Shinto and the State, 1868-1988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

9) 참조.
14) 김홍섭(註 7), 229-248면, 이부하(註 7), 197-223면 ; 지규철(註 7), 42-52면, 훈(註 7),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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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법  논의와 사례를 소개하는 데에는 분명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으나, 그 나

라의 것을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정교 계에 한 

개념과 그 나라의 개념의 동일함과 상이함에 있어서 분명한 정리가 되지 않아 한국의 

상황과 연결지어 설명하거나 앞으로의 시사 을 망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 상호간의 계나 상호충돌시의 해결방법 

등에 하여도 아직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에 

례상으로도 종교 개념의 정의 내지는 정교분리원칙의 세부  내용 등에 한 명확한 

서술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찰된다. 나아가 국가의 종교  립성 개념에 

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을 타계하는 일련의 연구성과를 얻기 함에 본

고는 집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종교의 자유에 해서는 그 종교의 개념 등 

정교 계를 탐구하는 데 필수  제가 되는 범 에서 다루고, 주로는 국가와 종교의 

계 특히 정교분리원칙  그 근간이 되는 국가의 종교  립성 개념에 해서 역

사 , 이론 , 비교법  연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제3  연구의 방법

이러한 연구의 범 를 바탕으로 하여 그를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이론  방법 

 비교법  방법을 집 하여 사용하며, 이에 더해 각 국가의 국교 계의 형성을 볼 

때에는 역사학  방법도 부분 으로 활용한다. 이에 한 구체  방법으로는 기본

으로 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 한 국가와 종교의 계를 해석하는 체계를 재

정비하는 것이 목 이므로 체계 심  방법론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법학은 실천  

기원을 가진 것이므로 체계 심  방법론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부분 으로 문제

심  방법론을 사용하기도 하 다.15) 스스로 독해 가능한 독일어, 어, 한국어 문헌

을 주로 참고하 고, 랑스어  일본어 문헌의 경우 각 지 연구자의 도움을 받았

다. 독일, 랑스, 미국  일본 등 타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한민국의 법제도와 

례를 본 주제에 한정, 집 해 살펴보도록 하 고,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논문, 서, 

법률잡지, 신문 등 문헌고찰을 심으로 하여 련되는 당해 항목에서 각국 례를 

비교 검토하고자 노력하 다. 그리고 종교의 개념과 그 본질, 정교분리 내지 세속주의

면 이하 등 참고. 
15) 이러한 체계 심  방법론과 문제 심  방법론에 해서 자세히는 오세 , 「법철학사」

(서울 : 세창, 2004) 37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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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 등에 해서는 헌법 내지 공법 문헌뿐만 아니라 종교학, 역사학, 정치학 등 

련된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문헌도 본 목 을 달성함에 비추어 주요한 것을 추려 함

께 참고하 다.

제4  연구의 구성

본고에서는 먼  제2장에서는 이론 으로 볼 때 그 정교분리의 내용(내용  요소)

는 무엇인지 고찰을 하고자 한다. 나아가 특히 랑스, 독일，미국 등 서구에서 국가

와 종교는 어떠한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규범  계는 재 어떠한가

를 에서 살펴본 내용  요소를 통해 비교해보면서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교육, 

교정 등 공  과제에의 참여 허용 여부  일부를 분석의 주제로 삼아 그 사례  법

제도를 집 으로 비교, 분석하여 각 사례와 역에 있어서의 구체 인 단의 기

과 요소가 무엇인지를 평가한다. 이어 제4장에서는 우리 한민국의 경우로 다시 돌

아와서 앞서 밝 낸 들을 바탕으로 헌법 제20조 제2항의 역사  연원을 살핀다. 이 

조항의 몇 가지 개념들이 불확정개념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개념의 의미에 해서 먼

 확정해야 하고 이에 역사  고찰이 반드시 요청되기 때문이다. 해방 후 헌법 

비문서의 규정들과 정치세력들의 국가-종교 계 구상에서부터 제헌의회의 논의를 거

쳐 재에 이르기까지의 개과정을 살피고, 이에 한 시 별 학자들의 견해도 상세

히 악해본다. 그 후 헌법 제20조 제2항의 의미를 국가의 종교  립성 개념  양

면  립성 개념에 근거하여 새롭게 밝힌다. 즉 이 게 서구에서 출발한 정교분리의 

원칙과 국가의 종교  립성 원칙이 한민국에는 어떠한 의미로서  내지는 이

식되었는지를 보고, 결국 우리의 정교 계 즉 국가와 종교 사이의 계에서 정교분리

의 원칙 이 에 국가의 종교  립성의 원칙이 더욱 부각되어야 하는 당 성  그 

원칙이 내포하게 되는 규범 내용을 우리 헌법의 해석의 한계 내에서 재확인하고, 이

러한 립성 원칙을 입법 역  사법 역의 논의에서 실제 사례 역에 용해 나갈 

때 기존에 우리 법해석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규범과 실의 불일치와 법논리  해석 

발 의 지체 문제를 개선하는 결과를 기 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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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헌법 원칙으로서의 국가의 종교  립성

제1  종교  립성의 역사  형성

서양은 역사 으로 종교 쟁, 소수종교 탄압, 그리고 다종교사회 진입 후의 갈등과 

립 등을 겪으면서 정교문제에 한 논의를 세 하게 발 시켜 왔다. 서양 정교문제

사의 창기에서는 상 으로 약한 앙집권  권력과 상 으로 강한 교황의 권력 

 지방제후의 장악력을 실  기반으로 하고 성 아우구스티 스(St. Augustin)의 사

상의 변질된 형태를 이론  기반으로 하여 정치권력의 교회종속을 의미하는 교황의 

‘교권주의(clericalism)’ 내지 ‘성직자정치(hiérocratie pontificale)’로 나타나면서부터 그것

이 결정 인 속성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그후 서임

권투쟁 시기 이후에는 두(Padoue), 오컴(Occam)의 철학사상의 향  국가가 정치

 실체로 실제 기능하는 실에 기반해 근  국가주권의 개념이 확립되었고, 그에 

따라 이 과는 반 로 교회가 정치공동체의 범주 안에 편입되게 된다.

이 이후에 서구사회는 사상 으로도 세속화의 과정으로 들어서지만, 국가와 교회가 

제도상으로 구분되게 되는 제도  세속화의 과정도 겪게 된다. 그런데 같은 유럽 륙

내 국가이면서도 독일과 랑스는 이러한 제도  세속화 과정의 세부 인 양상이 서

로 다르게 나타난다. 독일은 신교와 구교간의 쟁이 결국 완 한 승부가 나지 않고 

북부의 신교지역과 남부의 구교 지역간의 상호인정으로 귀결되었고 나아가 그 향이 

통일국가 형성 이후에도 바이마르헌법 137조 이하에 반 되는 등 구교와 신교간의 상

호 용의 원칙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랑스는 앙시엥 짐 하의 정치세력과 결탁하

다고 간주된 구교세력이 정치세력의 몰락과 운명을 같이하며 공  역에서 퇴출되

었고, 그러한 이 개별법  행 헌법에 반 된 이 특징 이다. 그리고 종교의 자

유를 찾아 신 륙으로 떠난 이주자들이 세운 ‘새로운 국가’ 미국은  구 륙의 국가

들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역사  개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해 고찰해보도록 한다.

Ⅰ. 독일 정교 계의 역사  형성

역사 으로 형성된 독일의 정교 계, 즉 국가와 종교의 계에서 그 계를 규정하

는 핵심 개념은 ‘국가의 립성’이라 볼 수 있다.16) 그러나 독일 기본법 조항에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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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자세히는 본 장의 

다음 에서 독일 등 각 국가에서의 립성에 한 논의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논하게 

될 텐데 그 이 에 재의 독일 기본법이 제정되기 까지의 독일의 특수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와 같은 립성의 해석에 한 논의에 요한 논거로 언 되고 있는 

독일의 역사  배경들을 먼  고찰해보도록 한다. 

1. 종교개  이후 양  교회의 긴장과 평화

독일 종교개  이후 수백 년 동안 가톨릭과 개신교라는 양  교회의 팽팽한 긴장은 

국교 설정을 어렵게 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국교로 채택하기 보다는 종교선택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립을 유지하고자 하 다.17) 즉, 루터의 종교개  이후 독일에 

종교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종교개 과 그로 인한 종교 쟁은 개인으로서의 독일

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가져다  게 아니라 독일 제후들에게 종교선택의 자유를 부

여한 것에 불과하 다. 이러한 에 따라 종교개  이후 교황에 의한 세속 권력의 지

배가 배격되면서 각 토를 다스리는 제후들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개인으로서의 독

일인들의 종교자유가 확 된 은 거의 없었다고 찰되는 것이다. 나아가 1526년 슈

이어 제국의회(Reichstag zu Speyer 1526)에서는 ‘그의 토가 그의 종교(Cuius regio, 

eius religio)’라는 원칙, 다시 말해 그 지역 백성들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는 원칙이 잠정 결정된다. 이로써 개신교 지역에서는 제후가 곧 국가교회의 수

장이 되는 국가교회 형성의 기 가 만들어졌다.18) 슈 이어의 결정에 이어서, 1555년 

루터의 종교개 운동의 일단락을 짓게 한 아우크스부르크에서의 제국의회의 결의, 즉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Augsburger Religionsfrieden)로 인해 지역별 종교선택

의 자유가 주어짐으로써 제후들은 자신의 토 안에서 세속의 주이자 최고 주교로

16) 컨  Axel Freiherr Von Campenhausen/Heinrich De Wall. Staatskirchenrecht: eine systematis

che Darstellung des Religionsverfassungsrechts in Deutschaland und europa: Ein Studienbuch 

(München: C. H. Beck, 2006) p. 90 이하 ; Stefan Mückl, “Trennung und Kooperation - das g

egenwärtige Staat-Kirche-Verhältni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 Burkhard Kämper 

and Hans-Werner Thönnes (hg.), Essener Gespräche zum Thema Staat und Kirche (Münster: As

chendorff, 2007) vol. 40, p. 73 등 여러 문헌에서 시되었다. ; 이부하(註 7), 143면 이하 

등에서도 이와 같이 독일의 정교 계의 핵심 개념으로서의 ‘국가의 립성’을 언 하고 있

다.
17) 이부하(註 7), 143면.
18) 김홍섭(註 7), 230-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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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 교회를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이후 가톨릭 역시 더 이상  유럽 으로 동

질 인 종교가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에 동화되며 해당 국가의 요구에 응하기도 하

는 지역종교 인 성격이 배이게 되었다. 그 결과 독일은 세 이래의 제국교회체제가 

해체되고 지역별 국가교회제도가 수립되었으며, 이 제도는 제국 내에서 종 별 팽팽

한 긴장 계의 지리  토  경계선이 최종 확정되는 1648년 베스트팔  조약에 의

해 완 히 자리를 잡게 된다. 

이때에 국가가 교회재산을 환속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이 부담하던 책임도 동시에 

인수한다는 법리에 따라 국가가 교회운 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의무를 지게 된

다.19) 이로써 교회에 한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가 생겨났고, 이것은 독일국가교회법

의 독특한 특징이 되었다.

그리고 이 베스트팔  조약에 의해 타 에 근거한 평화가 자리를 잡는다. 달리 표

한다면 이 평화란, 루터의 종교개 운동 이래 신교와 구교간의 쟁이 결국 완 한 

승부가 나지 않고 북부의 신교지역과 남부의 구교지역 간의 상호인정으로 귀결되었던 

것을 그 본질  기 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역사에서 구교와 신교간의 ‘상호

용’의 원칙이 두드러지는 출발 이 바로 여기임을 알 수 있다.

2. 랑스 명과 나폴 옹의 향

랑스 명과 나폴 옹의 독일 지역의 진출로 인해, 19세기 독일에서도 국가와 교

회의 계에 한 요한 추가  변화들이 생겨난다. 차 종교의 자유에 한 요구

가 거세지고 동시에 국가와 교회 간에도 거리가 생기게 된 이 그것이다. 그 결과가 

1848년 명 이후 독일통일을 해 랑크푸르트 울교회에서 개최된 ‘국민회의

(Franfurter Nationalversammlung)’에서 정해진 ‘독일제국헌법(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이었다. 이 헌법안은 이른바 ‘바울교회헌법(Paulskirchenverfassung)’이

라고도 불린다. 이 헌법의 제147조에서는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에 의해 특권을 

리지 못하며, “더 이상 국가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es besteht fernerhin keine 

Staatskirche)”고 규정하 다. 이러한 국가교회분리 법안에 해 가톨릭측은 찬성한 반

면, 개신교 측은 격한 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반 하 다. 결국 이 법안

은 실 되지 못하고 말았지만, 이는 향후 ‘더 이상(fernerhin)‘이라는 단어만을 제외한 

19) Von Campenhausen/De Wall(註 16), S. 29-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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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바이마르헌법 제 137조 제1항  독일기본법 제140조에도 거의 같은 문구, 즉 “국

가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Es besteht keine Staatskirche)”라는 형태로 반 되게 된다.

3. 1차 후 바이마르공화국의 정교 계

제1차 세계  후 수립된 바이마르공화국 정부는 교회를 국가로부터 완 히 분리

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 다. 1919년에 제정된 바이마르헌법은 ‘국가로부터의 교회의 

자유(Die Freiheit der Kirche vom Staat)’, ‘국가에서의 교회의 자유(Die Freiheit der 

Kirche im Staat)’, ‘교회로부터의 국가의 자유(Die Freiheit des Staates von der Kirche)’

라는 기조 하에 자유로운 국가에서 자유로운 교회를 실 하고자 하 다.20) 그러나 기

독교계 (가톨릭, 개신교)와 다수 국민들의 항에 부딪쳤기 때문에 그 결과는 도

인 모습에 그치고 말았다.  국가인 랑스는 그 즈음 1905년의 정교분리법을 통

해 정치와 종교를 철 하게 분리한 세속국가가 된 데 비해서, 독일에서 국가는 교회

와의 ‘타 ’을 통해 력 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은 국

교를 폐지하는 신, 공 역에서 교회의 범 한 특권을 여 히 인정하 던 것이

다. 이에 해 당시 바이마르시 의 법학자 슈투츠(Ulrich Stutz)는 ‘hinkende Trennung’, 

즉 ‘ 름발이 분리’라는 비 인 표 으로 그 상황을 표 하기도 하 다.21) 요컨  

국가교회의 통  국민 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당시의 실과 교회와 국가를 분

리한다는 원칙 사이의 타 으로서, 교회와 보수 세력이 희망하던 국가교회도 아니

고,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세력이 주장하던 랑스식의 엄격한 세속주의도 아

닌 이러한 형태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22) 

바이마르헌법 제137조 제1항은 국가교회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 조항은 이 까지 

지속되었던 국가의 교회통치 계를 청산하고 국가와 교회(종교)의 분리를 천명한 것

20) U. Krüger, Das Prinzip der Trennung von Staat und Kirche in Deutschland (Berlin : VEB De

utscher Zentralverlag) 1958, S.84f. ; 김홍섭(註 7), 233면에서 재인용. 바이마르 헌법상 정교

계 규범의 역사  개에 해서는 국내문헌으로는 황우여, 앞의 책(국가와 교회), 80-86

면. 독일문헌으로는 표 으로 Von Campenhausen/De Wall(註 16), S. 31-34 참조. 
21) Ulrich Stutz, Die päpstliche Diplomatie unter Leo XIII. nach den Denkwürdigkeiten des Kardin

als Domenico Ferrata (Berlin : De Gruyter, 1926) S. 54. 
22) 이철용, “  독일사회의 정교분리 문제: 국가와 교회의 이 주,” 「국제지역연구」 제11

권 제2호 (2007) 399면 ; Von Campenhausen/De Wall(註 16), S.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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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컨  바이마르헌법 제137조 4항에 의해 교회는 원칙 으

로 종교단체(교회)는 국가기 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고, 민법의 일반조항에 따라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며, 다만 동조 5항에 의해 양  교회의 경우는 공법인(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 KöR) 정도의 지 임이 확인되지만, 동조 6항에 의거해 교회가 

주법에 따라 교회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고, 제138조에 의해 교회가 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등 이 에 교회가 리던 특권이 상당 부분 그 로 유

지되었다. 즉 바이마르헌법 제137조 제1항으로 인해 표면 으로는 정교분리가 선언되

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일체의 종교 련 사항에 여하는 것을 지

하는 계가 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종교단체의 활동 역을 보장하고 배려하는 내용

을 가진 계가 된 것이다.23) 

이로 인해 독일의 정교 계는 국가와 교회의 계를 단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정

으로 표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도 이고 어정쩡한 분리 계로, 정 으로 표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와 교회가 등한 입장에서 상호 력하는 “동

반자  계”로 이해되고 자리잡게 되었다.

4. 2차 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정교 계

이러한 바이마르헌법의 국가와 교회의 계를 규정한 조항 등은 제2차 세계  후 

1949년에 제정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그 로 계승된다.24) 다만 후 기본법을 

제정할 때에도 자유주의 세력의 일부와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철 한 정교 분리를 주

장하 다. 그들은 “민주국가에서의 자유로운 교회(freie Kirche im demokratischen 

Staat)”를 추구하 다. 이는 독일에서 그동안 정교분리에 의한 세속주의 추구의 이상이 

사상 으로 정치 으로 한 흐름으로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흐름과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양  교회와 보수 세력은 국가교회의 확립을 지지하 다.

기본법이 국가와 교회의 력 계를 명시한 바이마르헌법의 조항들을 그 로 계수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지 될 수 있다. 먼 , 와 같이 각 정  간의 의견이 첨 하

게 립하자 국가와 교회 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입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바

23) 같은 취지로 김홍섭(註 7), 233-234면. 
24) 2차 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정교 계의 성립과정에 해서는 국내문헌으로는 황우여, 앞

의 책, 97-104면. 독일문헌으로는 표 으로 Von Campenhausen/De Wall(註 16), S. 43-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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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르헌법의 해당 조항을 그 로 기본법의 구성 부분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본법 제정 바로 이 의 체제인 나치 정권이 극단 인 국가교회분리

론을 견지하 던 데 한 국민들 다수의 경험과 그 거부감을 원인으로 볼 수 있

다.25) 

독일사회에서 교회의 향력은 여 히 유지되고 있으며 교회는 공  과제에 참가하

고 국가와 “동반자  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은 헌법 으로 보

호되고 있다. 한 로 공립학교에서 종교 수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

는데, 독일 기본법 제7조 제3항은 종교 수업이 학교의 정규 과목이어야 함을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재 부분의 주에서는 종교 수업이 필수 과목으로 운 되고 있

고, 다만 체 과목으로서 윤리나 철학 는 이슬람 종교 수업 등이 있게 된다. 

5. 종교  립성의 독일사  의미

앞서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독일에서의 국가의 립성 원칙이 종교를 공  역에

서 어내는 것이 아닌, 단지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한 타 의 수단으로 생겨

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를 다시 상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것은 종교 쟁 이후 제국 내에서 종 별 팽팽한 긴장 계의 지리  

토  경계선이 최종 확정되는 1648년 베스트팔  조약에 의해 신교와 구교의 상호

타 이 완 히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에서 타 과 용으로서의 성격의 국가의 립

성 원칙이 특히 두드려졌다는 을 찰할 때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독일의 

정교 계의 요한 시원  치를 차지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게다가 재의 독일이라는 국가와 기본법체제는 공식 으로 제2차 세계  

이후에 다시 만들어진 것임을 기 로 볼 때, 제2차 세계  후 독일  가치 이 혼

란스러운 상황에서 독일 헌정 체제는 기독교를 통해 국가의 가치를 통합할 것에 한 

요구와 자유민주주의 인 가치로 개방할 것에 한 요구를 동시에 받았다는 을 경

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독일의 국가 종교 계에서는 결론 으로 가치결정의 

임무를 개인에게 맡기고 국가는 립을 유지하는 원칙을 세우게 된다. 국민을 그의 

가치로 지속 으로 주입시키고 확인해왔던 나치의 제3제국정부가 무 지면서 부분

의 ‘가치  기 ’이 함께 사라진 상태에서, 그나마 윤리  정당성에 한 다수의 인정

25) 김홍섭(註 7), 234-235면 ; Von Campenhausen/De Wall(註 16), S.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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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내와 국외에서 기 할 수 있었던 기독교만이 새로운 국가의 출발에 암묵 이고 

가치 인 국민  구심 의 요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26) 이는 국가의 립성 원

칙이 종교를 공  역에서 어내는 것이 아닌 단지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한 타 의 수단으로 생겨난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 다. 나아가 재의 동독 지역이 

편입되면서 탄생한 통일 독일은 동독지역의 주민들과 기존 서독지역 주민들과의 가치

 통합에 있어서도 의의 기독교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심지어 독일 정부는 최근 

양  교회와의 긴 한 력 하에 구동독 지역의 재기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하

다. 를 들어 구동독의 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의 경우 주민의 단지 300만이 가

톨릭 신자이지만, 종교 약을 통해 교회는 국가로부터 법 인 그리고 재정 인 지원

을 받는다. 통일 이후 독일인의 사회 통합과 정체성 찾기의 심에는 기독교  가치

의 요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27) 이에 더해서, 최근 독일사회가 통에 근거한 

기독교  정체성을 시하는 경향이 다시 한 번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정치  이슬

람주의의 등장과 독일 내 무슬림 이민자들과의 갈등이 그 계기가 되고 있다. 표

으로 무슬림 여성의 머릿수건(Kopftuch) 착용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본고의 제4장 참고). 

이러한 독일의 역사  상황을 살펴 볼 때, 이론 으로 자유주의 국가  그 자체에

서 도출되는 ‘ 립 국가의 이상’과는 그 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공통 이 있

으면서도 뚜렷이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즉 독일에서 국가는 단순히 자유주의의 실

으로서의 ‘ 립성’의 의미도 내포할 수 있겠으나 역사 으로 볼 때는 ‘타 ’과 그에 

따른 ‘ 용’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모든 시민의 안식처

(Heimstatt aller Bürger)”28)라는 입장에서 종교 , 세계  립성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29) 이러한 의미에서 반 으로 볼 때, 독일은 배제  립성 시형의 

국가라기보다는 포함  립성 시형의 국가로, 경성 세속주의 유형의 국가라기보다

는 연성 세속주의 유형의 국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다.

II. 랑스 정교 계의 역사  형성

26) Krüger(註 20), S. 14 f. ; 황우여, 앞의 책, 92면 이하 ; 김홍섭(註 7), 234-5면.
27) 이철용(註 22), 402면.
28) BVerfGE 19, 206 (216).
29) 김홍섭(註 7),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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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의 종교는 가톨릭 통이라는 정체성을 심으로 하여 다른 다수의 종교가 

각기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30) 비록 

근 이 보다는 종교 의식(ritual)이 었지만 랑스는 가톨릭 통을 가진 국가이

다.31) 랑크족의 왕 클로비스 1세가 498년에 개종한 이후 계속하여 랑스는 흔히 

‘로마 가톨릭의 맏딸(la fille aînée de l'Église catholique)’로 불릴 정도로 가톨릭의 교세

가 강하 다. 클로비스 1세는 주지하다시피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메로빙거 왕조(La 

dynastie mérovingienne)를 수립했고 그 왕조는 샤를마뉴(Charlemagne) 제를 포함한 

여러 계승자들로 이어지며 의 랑스라는 국가와 연속되는 원형과 기틀을 다진

다. 이러한 역사  과정을 거쳐 랑스 명 앞에 이르기까지 랑스는 가톨릭 문

화가 다른 이웃들보다도 더 뚜렷한 국가 다.32) 이후 종교 쟁과 과거 식민지 인구 

유입 등의 여러 역사  변화를 거쳐 재 랑스의 종교는 “여섯 개의 거 한 종교

(Les six grandes religions)”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종교의 신도는 약 750,000명의 개

신교도, 약 650,000명의 유 교도, 약 200,000명의 정통 , 그리고 약 6,000,000명의 이

슬람교도들이 있다.33) 이러한 에서 볼 때, 이슬람은 이제 랑스의 두 번째 종교라

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에 이르 음이 특징 이라 할 것이다.

역사 으로 볼 때 랑스에서의 정교분리 논의는 랑스 명을 계기로 법의 

역에서 비로소 본격화되었다.34) 요컨  랑스에서는 이러한 1789년의 랑스 명 발

발 이래 국가의 체계 인 탈기독교화 정책이 추진되어가다가 1905년의 “정치와 종교

30) 이 종교 구성에 해서는, F. Messner et al., Traité de droit français des religions (Paris : Li

tec, 2003) pp. 10-11 ; Brigitte Basdevant Gaudemet, “State and Church in France”, in Gerhard 

Robbers(ed.), State and church in the European Union (Baden-Baden : Nomos, 2005) pp. 157-

158을 주로 참조. 
31) 랑스인의 80%는 자신이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5%도 안 되는 사

람들만이 미사에 참가한다고 한다. 서울 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앞의 책, 31면.
32) 박단, 「 랑스의 문화 쟁 : 공화국과 이슬람」 (서울 : 책세상, 2005) 32면.
33) 2013년 랑스 정부의 공식 인 최신 통계에 따름. Ministère de l'Intérieur (http://www.interi

eur.gouv.fr/Archives) 참조.
34) 이에 한 국내 문헌으로는 오 주, “불문화 : 랑스 공화국, 왜 비종교성 Laïcité인가?,” 

「佛語佛文學硏究」 제71호 (2007) ; 박단(註 32) ; 지규철(註 7) 등이 있고, 국외 문헌으로

는 표 으로 J. Bauberot, Laïcité 1905-2005. (Paris : Seuil. 2004) ; J. Baubérot, Les mutatio

ns actuelles de la laïcité en France après la Commission Stasi (2005) (http://jeanbauberotLaïcit

é.blogspirit.com/archive/2005/04/19/Laïcité_2005.html 최종 속 : 2013.10.12.) ; Christian Joppke, 

“State neutrality and Islamic headscarf laws in France and Germany,” Theory and Society, vol. 

36, issue 4 (2007) pp. 313-342 ; John R. Bowen, Why the French don’t like headscarves: Isla

m, the state, and public space (Princeton/Oxford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등이 있

다. 아래에서는 주로 Gaudemet(註 30), pp. 221-25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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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리를 한 법(Loi relative à la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État. 이하 1905년 법)”

이 강한 의미에서의 국가와 종교의 분리(소  ‘엄격한 정교분리’ 내지 ‘  정교분

리’)를 이룩하 고, 이러한 원칙은 “라이시떼(laïcité, 비종교성)”로 불리며 추후 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1조에 반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1905년 법과 그 법의 원칙이 반

된 헌법조항이 탄생하게 된 정치, 사회  배경을 역사  순서 로 고찰해보도록 한

다.

1. 명과 정교 계

명이 일어난 이후 1789년 8월 26일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한 선언은 제10

조에서 신앙의 자유를 선언하 고 1791년의 헌법(1장)은 종교 의식의 자유를 보장하

다. 1789년 11월 2일의 칙령은 성직자 소유 재산의 국유화를 불러 일으켰고 국가는 

이에 한 보상 개념으로 목사들의 보수와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국가가 

1790년 7월 12일에 일방 으로 제정한 “사제에 한 민사기본법35)”은 종교 표자들

과 가톨릭 믿음을 수행하기 한 단체들을 공역무(service public)개념에 의거해 다루면

서 국가에 귀속시켜 규제하 고 교회재산의 국유화 등이 이루어졌다. 교황 비오 6세

는 1791년 3월 10일의 교서 ‘구옷 알리 툼(Quod Aliquantum)’에서 이를 규탄하 다. 

그러나 계속해서 명 후 국가는 1793년 5월부터 1794년 7월까지 체계 인 탈기독교

화 정책을 채택해 나갔다. 특히 국민공회(Convention nationale)는 부아시 당 라(Boissy 

d'Anglas)가 발의한 바를 통과시켜 1795년 2월 21일의 칙령(Décret du 21 février 1795)

을 선포했고 이는 국가와 종교가 분리된 시 의 시작을 열었다. 국가는 종교 의식의 

자유는 허용하 으나 어떤 보조도 지원하지 않았고 어떤 구역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어떤 목사도 공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시기 교회의 종교활동은 명 이후 정부

의 강한 제재를 받고 있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 상의 심각한 하락이 진행된 시

기 다.36)

2. 명후기의 정교 계

나폴 옹 보나 르트(N. Bonaparte, 나폴 옹 1세)는 1801년 7월 15일 교황 비오 7세

35) 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 12 juillet 1790.
36) Gaudemet(註 30),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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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교 약(Concordat)을 상하고 맺으며 종교의 평화를 복구시켰다. 나폴 옹 1세

는 그 17개의 짧은 조항들 에 몇 가지를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겨두었다.37) 그리고 

이는 추후 77개 조항의 이른바 조직 규정들(Les Articles Organiques, the Organic 

Article)들로 보충된다. 조직 규정들은 로마 교황청의 동의 없이 랑스 정부에 의해 

일방 으로 어 붙여졌는데38), 그 규정들은 정교 약과 같은 시기에 공포되었고(“정

교 약에 의한 법 Loi du 18 germinal an X, 8 avril 1802”), 이후 19세기 반에 걸쳐 

들어선 정부들에 용되었다. 이 조직 규정들은 국가와 교회의 계를 정립하여, 공권

력이 사제들과 종교생활의 추구에 한 강력한 통제를 가할 수 있게 하 다. 이 법에 

나폴 옹 1세는 개신교 교회들에 련된 44개의 조직 규정들을 붙 는데, 그 교회들

을 가톨릭교회와 마찬가지로 공권력의 통제 아래에 두었다. 유 교는 1808년의 칙령 

3개 이후 정비되었다.

목사들의 법  치, , 그리고 교회에 배정된 땅과 재산에 한 규정들이 문구

화되어 추가되면서 이 법 은 완성되었다. 다만 몇몇  종교 단체들은 자신들에

게 주어진 힘과 조직이 1809년 12월 30일의 칙령에 의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습 

재산을 지켜내는 데 성공하기도 하 다. 19세기 반에 걸쳐, 당시의 이른바 4  공인 

교회들은 특정한 혜택, 특히 재정 인 혜택을 많이 받기도 하 다. 하지만 공권력의 

지속 인 감시 아래에 놓이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입법  결과물들은 이후 극도로 상이한 정치  맥락 속에서 용되었다. 가

톨릭교회나 심지어 다른 모든 종교들에 우호 인 정부가 들어서거나, 는 정반 로 

인 정부들이 들어서는 일이 반복되며 그들이 길지 않은 간격으로 교체되며 이

어졌다. 19세기 랑스에서는 정치와 련된 근본 인 정책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었다. 명으로 분출된 혹은 발된 정치  갈등 하에서 이 1830년 7월 군주

제 이후 가톨릭교회와 정치계에서 형성된 의견들의 흐름은 크게 보아 두 경쟁  그룹

이 형성되는 데 향을 끼쳤다. 그 그룹  하나는 구체제(Ancien Régime, 앙시엥 

짐)의 부활을 바라는 통  질서의 열렬한 지지자들로서 성직자의 권력에 한 무한

37) 컨  제1조는 “국가가 공공의 평화를 해 필요하다고 제정한 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종교의  활동을 보장하 다. 종교의 범 는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 사이의 조율에 

의해 재설정되었다. 주교들과 교구의 신부들의 은 국가 자 에서 나왔다. 이러한 교회

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고, 배에 계속 필요하 기에 주교들을 해 남겨졌다. 다만, 이

후 국사원(Conseil d'État)이 어느 것이 국가의 소유고 어느 것이 공동체의 소유인지 정하

다.
38) Gaudemet(註 30),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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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었다. 다른 하나의 그룹은, 새로운 질서의 지지자들로 1789년 

명의 가치를 신 하고 가톨릭교회와 그 사제들에 반 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교회의 법  치에 한 정치  논쟁을 가장 요시 여겼다.39) 후자의 표

인 는 공화주의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의 강화에는 개신교와 유 인

의 지원도 도움이 되었다.40)

결국, 공화주의자들이 1878-1880년의 기간을 거치며 다시 권력을 잡았을 때 반교권

주의(반성직자주의. anticléricalisme, anti-clericalism)는 이들의 정치  목표의 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된다. 그들에게 ‘공화국의 집권’과 ‘힘이 남아있는 교회’(특히 가톨릭

교회)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개념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공화국 정권은 1880

년에 일련의 반교회  법들을 제정하 다. 그리고 이 법들은 재까지도 효력을 발휘

하고 있다.41)

3. 드 퓌스 사건과 정교 계

보수  반의회주의  세력과 의회  민주  공화국의 신 자들 사이의 투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은 바로 1894년부터 1905년까지 랑스라는 나라 체를 뒤흔들

었던 드 퓌스(Dreyfus) 사건42)이다. 이 사건은 결국 부당한 결을 받았던 드 퓌스

가 완 히 복권되고 그럼으로써 공화주의자들의 승리로 종결이 되었다. 1902년에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정치  좌 가 의원선거에서 승리하 다. 앞에서 말한 새로운 

질서의 지지자들의 그룹들 에서도 특히 진민주주의자들은 가톨릭교회를 공화국의 

으로 보았다. 그리고 부르주아 인 자유주의자들은 가톨릭의 반근 인 태도를 비

하 다. 이외에도 술한 바와 같이 그 역사 ·사상  배경 속에 랑스의 계몽주

의와 랑스 명 시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반교권주의(anticléricalisme)의 흐름도 존

39) Gaudemet(註 30), pp. 233-235.
40) Philippe Rigoulot, “Protestants and the French nation under the Third Republic: Between recog

nition and assimilation,” National Identities Vol. 11 No. 1 (2009) p. 45 이하 참조.
41) Gaudemet(註 30), pp. 253-254.
42) 상세히는, 아르망 이스라엘, 이은진(역), 「(다시 읽는)드 퓌스 사건」 (서울 : 자인, 2002) 

21면 이하 ; 임종권, “드 퓌스 사건: 로테스탄트와 가톨릭교회,” 「西洋史論」 Vol.102 

(2009) 97-124면. 국외 자료로는,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Alfred D

reyfus: Chronology, French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www.culture.fr 최종 속 

: 2013.12.10.) ; “André Bach”. L’armée de Dreyfus: une histoire politique de l’Armée française 

de Charles X à “l’Affaire” (Paris : Tallandier, 2004) pp. 203-253. ; George R Whyte. The acc

used: the Dreyfus trilogy (Bonn : Inter Nationes, 1996) pp.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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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일단 1901년의 결사에 한 법(Association loi de 1901)의 새로운 

규정들, 특히 제13조 이하43)는 종국 으로 교회의 사회와 특히 교육에 한 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동법 이후 다음과 같은 일련의 법률들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의 계가 새롭게 정립되었다.

① 1902년 7월 법을 통해 국가 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약 3000개의 모든 가톨릭 

학교 폐쇄가 결정되었다. 이것은 매우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조치 는데, 74

명의 주교들이 항의서에 서명을 하여 명시 인 반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 다. 

동 법을 통하여 정부를 통한 주교의 여 한 정지되었다. 

② 1903년 3월 법을 통하여 모든 남성 수도단체의 해산이 결정되었다. 

③ 1903년 7월 법에서는 모든 여성 수도단체의 해산이 결정되었다. 

④ 1904년 7월의 법은 새로운 수도단체의 결성을 지하 고 재 한 그러하다.

4. 1905년 정교분리법의 제정

1905년에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한 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당시 수상인 Combe

의 이름을 따서 이른바 “Loi Combe” 즉 Combe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한 동법은 오늘날에도 여 히 유효한 정교분리원칙, 즉 교회와 종교의 완

한 분리를 의미하는 ‘라이시떼’(laïcité)를 확립하 다.

동 법들로 인해 당시의 교황인 비오 10세(Pius X)는 그 교시인 사목서한 “ 랑스 

정교분리법에 하여(Vehementer nos)”를 통해 공개 으로 강하게 종교  비난을 하

고 이후 수 년 동안 국가와 가톨릭교회의 계는 악화되었다. 1904년 바티칸은 랑

스와 국교를 단 하 다. 가톨릭에 충실한 시민들은 이들 법에 거센 항을 하 다.

동법의 제정 이후 랑스국가는 가톨릭  다른 종교단체에 일체의 재정지원을 하

지 않게 되었다. 한편 많은 종교단체의 재산과 건물, 특히 교회건물들은 이미 국가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재산과 건물들은 어떤 목 에 의해 리하게 된다 하더라도 

국가 스스로의 재산으로서 유지를 하는 것이지 종교단체에 한 ‘재정지원’이라는 개

념과는 상 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국립 학교에서는 어떠한 종교수업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43) Article 13-17 (Le régime particulier des congrégations religieuses), Association loi de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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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에 이미 새로운 ( 에서 본 바와 같은) 단체법이 결정이 되어 수도단체들도 

역시 엄격한 부담을 갖는 단체로서 신고를 해야만 했다. 1905년까지 약 3000개의 가

톨릭계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 수도단체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교사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수상(crucifix) 등의 종교  상징물들은 학교, 법원 등 공 인 건물

들에서 추방이 되었다. 1904년 법과 함께 랑스정부는 1801년 나폴 옹이 바티칸과 

체결했던 종교 약을 기하 다.44) 

교황청과의 외교  계가 끝난 1904년 이후, 1905년 12월 9일에 새로이 제정된 정

교분리법( 에서 말한 “Loi Combe”법)은 랑스에 본격 으로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사회를 불러왔다. 그 변화는 심 한 것이었다. 그 이후 무엇보다도 교회들의 새로운 

치에 한 근본 인 원칙들이 세워졌다. 이것은 1905년법의 처음 두 개의 조항에 

시되어 있다. 공화국은 교회 배의식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공인 교회”들은 더 이

상 인정하지 않는다. 어떠한 종교도 법  기반을 가질 수 없다. 교회들은 더 이상 공

공 기 이 아니며 사  역에 포함되었다. 

다만 이러한 법의 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 몇 군데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표

인 사례가 알자스 모젤(Alsace-Moselle)지역인데 그것은 그 지역이  독일땅이었던 

역사 인 이유에서 그러하다. 즉 1870년에 랑스의 지방도(道, départements)들 3군데

(오렝 Haut-Rhin, 바렝 Bas-Rhin, 모젤 Moselle)가 독일의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었는

데, 독일 황제와 교황청은 합병 도 에는 랑스의 종교법을 Strasbourg와 Metz에 보

존키로 동의하 다. 제국의 칙령은 몇 가지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하 다. 이후 

1918년에 이 세 지방도(道)들이 랑스에 반환되게 되었는데 정치  지도자들과 지역 

민 들은 정교 계에 한 의 사항은 그 로 상 유지되기를 원하 다. 그래서 결

과 으로 알자스 모젤의 지역 법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인 교회의 체계를 보존하게 

되어, 랑스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이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즉, 1905년 법은 

여기서 용되지 않는다.

5. 종교  립성의 랑스사  의미

44) Gaudemet(註 30), p. 256. 다만, 종교에 한 국가의 일반 인 지에서 외가 되는 것은 

종교자유의 실 과 련하여 담당되는 군 의 사제직인데, 이 직은 가톨릭, 개신교, 유 교

에서 통 으로 담당했으며 2005년부터는 법 으로 이슬람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에 따라 랑스 군내의 첫 이슬람 사제의 실제 임명은 2006년에 이루어진다. http://islamine

urope.blogspot.kr/2006/06/france-appoints-first-muslim-milita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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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역사  과정을 거쳐 형성된 1905년 법의 랑스식 정교 계의 원리, 즉 ‘라

이시떼(비종교성)’의 기조는 이후 제5공화국의 헌법 제1조에 반 되어 헌법의 명문에 

규정되는 단계로 승화하게 된다. 그리고 랑스에서의 정교 계의 원리란, 정교분리원

칙 내지 국가의 립성 원칙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바로 이러한 ‘라이시떼’의 의

미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과 다름이 아니게 된다.

요컨  우리는 랑스에서의 국가의 립성 원칙이란 종교를 공  역에서 어내

는 것으로 생겨난 개념이라는 것을 앞서의 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1905년 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을 뚜렷이 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의 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 몇 군데 있음은 유의해야 할 것이지만, 

반 으로 볼 때, 랑스는 포함  립성 시형의 국가라기보다는 뚜렷한 배제  

립성 시형의 국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다.

III. 미국 정교 계의 역사  형성

앞서 본 랑스, 독일과 비해 미합 국(미국)은  하나의 비교군이 된다. 그들과 

비한 이 미합 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생국가라는 이 있다. 미합

국은 1776년 국으로부터 독립하 기에 그 시 으로 보았을 때 2013년 재까지 

약 240년도 되지 않은 역사가 짧은 국가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특수한 

연속성이 있다. 이 가운데 종교  연속성이 주요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후에

는 경제  정치  이유 등으로 오는 이주자들의 층이 더해지지만, 미 륙의 첫 이주

자들은 종교  이유로 온 이주자들이었다. 즉 1620년 그들은 국으로부터 종교의 자

유를 찾아 온 청교도들로서, 16세기 국의 Elizabeth 1세 시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

를 주장한 아르미니우스주의(Armianism)자에 맞서 있던 칼뱅주의(Calivinism)자들이었

고, 나아가 미 륙의 최 의 이주자 집단으로서의 그들은 향후의 신생국가 미국을 

건설한 주축으로 역할을 하 다. 

따라서 미국의 정교문제의 근본을 살펴보려면, 와 같은 그 특징을 감안하면서 

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십 수세기 이상의 역사  정치  흐름이 쌓여서 정교 계가 

형성되고 변화해갔던 유럽 륙의 국가들에 비견해 볼 때, 미국은 에서 언 한 바와 

같은 종교  이민자들을 주축으로 시작된 신생국가로서의 특징과 그 이후에 쌓여간 

역사  연속성을 특징 인 배경으로 하여, 건국 기에 집 된 ‘건국의 아버지들’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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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성과가 매우 분명한 요인이 되어 이후 정교 계의 법  기틀이 잡혔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 뿐만 아니라 연방 법원을 포함한 사법부에서 

결을 논증할 때에도 이러한 역사성은 반드시 언 되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그 역사  형성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볼 때, 본 에서 논하게 될 미국

의 정교 계는, 건국부터 시민 명까지는 주로 사상사 심으로 보아야 고찰의 유효

성을 기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그에 이어 시민 명부터 2차 까지 이러한 사

상  토 를 바탕으로 발 한 사회사 한 함께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2차  이

후부터 재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미국 내의 정교 계에 련된 각종 의문들과 소주

제들에 해 심도 있게 악할 수가 있다 할 것이다. 요컨  건국 기의 사상사 심

의 고찰이 필수 으로 요구되므로 아래에서는 이 을 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1. 미국 정교 계의 시원  기

미의 역사에서 볼 때 정교분리(政敎分離)의 근  개념은 17세기 국의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에 의해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제2장에서 로크의 자유

주의 국가철학과 정교분리 개념과의 이론  계에 해서는 이미 고찰하 으므로 이

하에서는 그의 철학과 종교사상이 구체 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헌법정신으로 채택

되었던 맥락에 해서만 지 해보도록 한다.

이러한 근원을 알기 해서는 먼  그의 종교철학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Locke의 종교철학은 종교  지식  신앙  인식론에서 출발한다. 그는 인식론의 방

법으로 지식(knowledge)과 신앙(assent)을 구분하며 나아가 식에서 나온 신조와 신앙을 

서로 구분하 고 무엇보다도 이성  단을 거친 자유(freedom)의 요성에 큰 비 을 

두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신의 뜻에 복종할 의

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 같은 신의 뜻으로서 자연의 근본  법이 인류

의 수호법(preservation of Mankind)이 될 수 있다는 것이 Locke의 일 된 종교철학  

이자 신념이었다. 

그는 ‘신은 靈 인 사안(spiritual matter)’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속  권한을 릴 

수 없음과 동시에 국가 역시 교회의 종교 인 문제를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하

다. 국가권력은 인간의 세속  일(earthly affairs)에 여함으로써 그의 법과 힘의 당

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하 다. 반 로 교회와 종교기 들이 해야 할 일은 성실성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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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지 않는 신념으로 인간들의 원한 구원(eternal salvation)에 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에 기 하여 로크가 주장한 정교분리와 개인의 양심의 자유사상이 당시 

큰 설득력을 얻고 리 퍼져 신생국가인 미합 국 독립정신의 기틀이 되었고 동시에 

그러한 그의 자연법과 종교사상이 구체 으로 미국의 헌법정신으로 채택되었던 것이

다. 한편 사실은 미국의 기 청교도들은 교회와 교육과 사회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Massachusetts 지역의 청교도들과 달리 Rhode Island 州를 세

운 재침례 (Anabaptits), 퀘이커(Quakers) 교도들은 청교도들과 신앙과 실천을 달리하

고 있었고, 헌법을 기 한 사상가들은 부분 Locke와 같은 이신론자들(理神論 , 自

然神論 , deists)이었다. 그들은 Locke의「 용에 한 서한」45)에 있는 “No man can, 

if he would, conform his faith to the dictates of another.”을 미합 국 헌법의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에 새겨 놓았다. 이러한 맥락에 의거해 그의 정교분리 사상

이 구체 으로 미국의 헌법정신으로 채택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미국사회, 특히 학교

에서 그 원칙이 용되게 되었다.

2. 미국 사상가들과 정교분리

(1) Thomas Jefferson과 정교분리

1) Locke 등 계몽주의 사상의 향

와 같이 Locke를 필두로 한 이들이 주장한 종교  용의 법  제도화를 주도한 

사람은 2  통령이었던 John Adams와 그 후임으로 통령이 된 Thomas Jefferson이

다. 그 두 사람은 종교의 자유와 서 과 사상에 한 존 이라는 에서 공통 을 가

지고 있었다. 특히 이 에 Jefferson은 ‘최 의 미국인’이라는 소리를 당시뿐만 아니

라 오늘날도 듣고 있다. 그가 1800년 통령 선거 에 입후보했을 때 한 “나는 인간

의 자유로운 마음을 억제하는 어떠한 형태의 제정치에 해서도 원히 시한다

는 것을 신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리 알려져 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라는 구 의 미국 내 원 자이자 강력한 지지자로 그 사상이 

재까지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Jefferson이기 때문에, 그의 사상  배경을 

45) John Locke,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1689). 문을 볼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로는 다음

을 참조. (미국 버지니아  도서  온라인 자료실) http://web.archive.org/web/20080706082

920/http://etext.lib.virginia.edu/toc/modeng/public/LocTole.html(최종 속 :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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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기 미국 론티어의 

형 인 가정에서 계몽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 두 세기 을 풍미했던 Francis Bacon 

등 국의 표 인 계몽주의 지성들의 을 탐독하며 그는 각종지식을 습득하 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는 확고한 자연권과 이성에 한 생각을 가졌는데 특히 그의 자

연권과 이성의 기  사상은 역시 Locke에게서 향받은 것이다. 그의 자연권 철학은 

구체 으로 독립선언서에도 나타나 있다. 그는 인간에게는 선천  도덕감각과 이성이 

있다고 하 는데, 특히 자유사회에서는 이성의 역할이 요함을 강조하 다. 그리고 

그 이성이 인간의 이익을 해 효과 으로 힘을 발휘하려면 요한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자유와 교육이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조건이 어떠한 外部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해받으면 진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6)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Jefferson은 특히 교회의 제를 정치  독재보다 더 

경계하 다. 종교  신이 지난날 많은 피를 흘리게 하 으며 고통을  역사  사

실을 알고 있던 그는「Virginia 州 비망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 다. “수백만의 결

백한 남녀와 어린이가 그리스도교의 창시 이래 화형과 고문을 당했으며 벌 을 냈고 

투옥당하 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신앙형식통일을 행해서 단 한치도 진하

지 못하고 있다”47) 그는 종교의 통일이란 달성될 수 없는 것이며, 바랄 수조차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완 히 포기해 버리는 것이 명한 정책이라고 보았다. 그

래서 사람들로 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식 로 배를 하도록 하고, 싫으면 그만 두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란 인간 개인과 창조주 신 사이의 문제로서 다른 사람

이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한 사회에도 그런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시민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가진다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만을 이

유로 국가가 국민을 처벌하는 원리와 같이 참기 어려운 것이었고, 미국 독립의 불

멸의 업 의 하나는 종교의 용이라고 그는 주장하 다. 

2) “교회와 국가의 분리”

“교회와 국가의 분리” 라는 구 은 Jefferson이 수정헌법 제1조의 안을 언 하면서 

46) 송삼섭, “토마스 제퍼슨과 종교,” 「미국사연구」제5집 (1997) 12-14면.
47) Thomas Jefferson, “Religion,”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Ch. 17. (온라인자료 : University 

of Virginia Library. http://etext.lib.virginia.edu/toc/modeng/public/JefVirg.html 최종 속 : 2013.1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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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구 이다. 이는 Connecticut 주의 Danbury 기반의 Baptist 교 에 보낸 1802년의 편

지에서 따 온 문구이며, 이 편지는 곧이어 Massachusetts 의 신문에 게재되었다. 그 편

지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안을 언 하면서, Jefferson은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종교란 오직 인간과 그의 신 사이의 문제이며 그가 그의 신념이나 그의 경배에 

하여 무엇도 설명할 것을 요청받지 않는다는 , 정부(government)[국가]의 입법권

이란 그 행 에만 향을 미치고, 견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에 한 믿음을 나는 

당신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법부”가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거나,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일체 입법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결과로 교회

와 국가 간에 분리의 장벽을 쌓는 것에 찬동하는 모든 미국인들에 한 법을 보면

서, 주권  존 과 함께 나는 생각하여 니다. 양심의 권리를 한 이러한 국가의 

최고 의지의 표 을 충실히 지켜나가면서, 나는 인간이 자신의 사회  의무에 반 할 

자연의 권리는 없다고 확신하면서 그 인간의 모든 자연  권리를 그에게 복원해주려

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정서의 발  과정을 진심으로 만족하며 지켜볼 것입니다.”48)

이 표 이 요한 이유는 이것이 정교분리를 설명하는 데 세계에서 리 인용되는 

문구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교 계를 둘러싼 논쟁에서 핵심 으로 다루어지는 것

이기 때문이다. 2차  이후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 지조항(the Establishment Clause)

의 해석과 련된 일련의 정교분리사건에 한 례들과 그 규범  기 이 발생하게 

된 계기이자 리딩 이스인 1947년 Everson 결에서49), 연방 법원은 국가와 교회 

사이의 분리의 벽이라는 비유의 규범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해서 토머스 제퍼슨의 

이 서신의 해당 문구를 언 하기도 하 던 것이 표 인 이고, 이후에도 미국의 

국가와 종교간의 엄격한 ‘분리’를 찬성하든 쪽이든 그것에 반 하는 쪽이든 이 문구

는 계속되어 재에도 학설과 례에 언 되게 된다.

3) Jefferson과 정교분리정책의 정착화

미국에서 정교분리정책이 입법화될 시기의 유럽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

다. Jefferson이 활동하 던 당시 유럽은 국민의 90%가 빈곤하고 무식했으며 반 노

상태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자유를 리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48) Thomas Jefferson, “Jefferson's Letter to the Danbury Baptists,” (1802.1.1.) (온라인자료 : U.S. 

Library of Congress. http://www.loc.gov/loc/lcib/9806/danpre.html 최종 속 : 2013.11.31.).  
49)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330 US 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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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50) Jefferson이 보기에, 이러한 와 에 유럽의 성직자들은 제군주와 동맹하여 

그들의 보호를 받는 가로 폭군들의 권력남용을 방조하여 자유의 이 되고 있었다. 

그러한 독재와 쟁, 폭정과 야만의 혼합 속에서 종교기 으로서의 교회는 오랜 타성

에 젖어 그 본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신론자(理神論 , deists) 던 

Jefferson은 이 게 인식한 실을 그 로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그가 악한 해

결책에 따라 실천했다. 이 추구는 성공 이었다. Jefferson이 1977년에 안을 만들고 

Madison 등의 력자들이 그 지지와 주장을 펴 온 결실로, 마침내 1786년에 버지니아 

의회에서 구도 어떠한 종교나 교 에 하여도 재정  지원을 할 강제  의무를 지

지 않음을 보장하는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Virginia Statute for 

Religious Freedom)’이 통과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미국에서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방

지하는 정책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이

념인 생각의 자유, 정신의 자유, 행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인간에게 필수

인 자유의 기틀을 신생국가 미국에 더욱 튼튼히 세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제퍼슨의 노력이 성공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와 같은 기

의 정교분리 정책  종교  자유는 국가와 교회에게 다 같이 최선의 이익을 다고 

리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교분리 정책의 기조는 일단 국가

와 교회의 불필요한 마찰을 잠재우는 계기가 되었다. 한 Jefferson이 통령으로 취

임할 당시 미국인구는 불과 500만명 정도 기 때문에,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설득해나가는 것은 단 의 인구가 있는 경우보다 유리하 고, 당시의 미국의 지성

들은 과거 유럽이 지른 정치  종교  경제  폐해를 이고 이상을 추구하려는데 

있어 열정과 심이 있었던 이 주효하 다고 볼 수 있다.51) 

다만 여기에서 유의할 은 Jefferson 자신은 그리스도교 신자라기보다는 이신론자

을 뿐만 아니라 부정  측면이었던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와 신조가 지른 유럽의 역

사  과오만을 주목하고 정  측면을 덮어두었다고 종종 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50) 박세 , 「미국 건국 기의 비국교화 과정에 한 연구 : 토마스 제퍼슨의 사상을 심으

로」 연세 학교 석사학 논문 (2003) 154면.
51) 다만 이와 비교가 되는, 200여년이 지난 오늘 미국에 다시 부는 종교  근본주의의 유행

과 공  역에의 도 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 송삼섭(註 46), 17면 ; 홍철, “20세기 미국 

근본주의 운동의 역사  고찰 -미국 장로교를 심으로,” 「역사신학 논총」 13권, 295-299

면. ; 정태식, “공  종교로서의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정치  역할과 한계,” 「 상과인

식」 제33권 제1/2호 통권107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편, 2009. /여름) 4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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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ames Madison과 정교분리

국가와 종교간의 “분리”라는 이 용어의  다른 기 사용자는 James Madison이었

으며, 그 한 연방 헌법권리장 의 안을 작성한 주요 인물  하나이다.

그와 여러 입법자들이 1789년의 의회에서 수정헌법 제1조 안에 하여 언 한 부

분은 아래와 같다(동 조항은 1789년 9월 25일 발의되어 1791년 12월 15일에 비 되었

다) 

1789년 8월 15일, 뉴욕주(New York)의 Peter Sylvester 선생은 의구심을 가진 바 

있다 … 그는 그것[수정헌법 제1조]이 종교 자체를 철폐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될까 두려워했다 … 메사추세츠주의 Elbridge Gerry 선생이 말하기를, 그것

은 “법에 의하여 어떤 종교  교리(doctrine)도 입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이해

되기 쉽다고 했다 … 버지니아주의 James Madison 선생은 그 표 의 의미를 “의회

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할 수 없고, 법으로 그것을 믿도록 강제할 수 없다” 고 이해

하고 있다고 하 다 … 국가는 … 헌법의 그 구  아래에서의 견해를 지니는 것으로 

보 다 … 그것은 그들[의회]로 하여  국교를 정할 수 있는 본성을 지닌 법을 만들 

수 있게 하 으며 … 이러한 효과를 막기 하여 수정헌법 제1조가 의도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 다 … Madison 선생은, 만일 “국가의” 라는 단어가 [수정헌법 제1조 

문구상의] “종교” 앞에 삽입된다면, 그것은 명 로운 신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리라

고 본다고 하 다. 그는 “국가의” 라는 단어가 소개되었다면, 그것은 그것이 방지하

려는 목 을 띤 상에 하여 직 으로 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52)

즉 Madison은 수정헌법 제1조의 해당 문구는 “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할 수 없

고, 법으로 그것을 믿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 고, 만일 그 지의 

상에 한 표 이 “종교의 설립”이 아닌 “국가의 종교의 설립”으로 서술된다면 더 분

명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만일 종교가 거시  에서 사회로부터 

분리된다면, 그것은 입법기 의 주체로 될 가능성은 더욱 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

다.53) 나아가 몇 해 뒤, 그는 “국가로부터의 교회의 완 한 독립”에 하여 을 썼

52) Debates and Proceedings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Vol. I (Washington, D.C. : Ga

les & Seaton, 1834) pp. 757-759, August 15, 1789. 
53) James Madison. “Memorial and remonstrance against religious assessments,”(circa. June 20, 17

85) in J. C. A. Stagg (ed.), The Papers of James Madison Digital Edition (Charlottesville : Un

iversity of Virginia Press, Rotunda, 2010) (http://rotunda.upress.virginia.edu/founders/JSMN-01–0

8–02–0163 최종 속 :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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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4) “미국 연방 헌법에서 정부와 종교는 강력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Madison은 

썼으며,55) 그리고 그는 선언하기를, “종교와 정부 간의 실  구분은 양자의 순수성

을 하여 필요하고, 미국 연방헌법에 의하여 이는 보장된다”라고 하 다.56) 

Livingston에게 보낸 편지에서, Madison은 견해를 더욱 확장시켜서, “우리는 정부는 왕

과 귀족이 없을 때 더욱 잘 기능한다는 것을 세계에 설 하고 있다. 정부의 도움 없

이 종교의 순수성이 만개한다면 그러한 장 은 배가할 것이다.”57)라고 하 다.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종교의 순수성이 발 과 개인의 신앙의 자

유의 보장을 해서라고 보는 이러한 태도는 Jefferson이 안을 작성하고 Madison이 

주장하 던,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의 마지막 문단을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문구에

서 더욱 드러난다. “…… 그 구도 어떠한 종교  숭배도, 종교  성지도, 성직자도 

지원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고, 한 그의 신체나 소유물에 하여 강요되거나, 지되

거나, 추행당하거나, 짐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종교  견해나 신념을 설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종교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이며, 토론을 통하여 그들의 종교  문제에 한 견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

고 그들의 공민권은 이러한 사항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확 되거나, 여하한 방법으로

도 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

3. 종교  립성의 미국사  의미

앞서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미국에서의 국가의 립성 원칙이란 역사 으로 볼 때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최 한 보장하기 해” 종교를 공  역이 아닌 사  역으

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겨난 을 그 출발로 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54) Frank Lambert. The Founding Fathers and the place of religion in America (Princeton : Princ

eton University Press, 2006) p. 288. 
55) James Madison, “Monopolies, Perpetuities, Corporations, and Ecclesiastical Endowments,”(1817) 

in: Jack Rakove (ed.), Writings (New York : Library of America, 1999).
56) 원문은 다음과 같다. “Having always regarded the practical distinction between Religion and 

Civil Government as essential to the purity of both, and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

he United States, . . . .”(강조는 필자) James Madison, “Letter to Baptist Churches in North C

arolina, June 3, 1811.,” in the Order Of Congress(Published), Letters And Other Writings of Ja

mes Madison Four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Four Volumes Vol..II (Philadelphia : J. 

B. Lippincott & Co, 1865) pp. 511-512.
57) “Madison's letter to Edward Livingston, July 10, 1822,” (Reachandteach.com. 최종 속 : 2013.1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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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은 미국 헌법의 기 자들의 사상  이해에 한 고찰과 당시의 사회  배경 

 수정헌법 제1조가 생겨나기까지의 역사  고찰을 통해서 잘 드러났다. 이러한 의

미에서 반 으로 볼 때, 미국은 포함  립성 시형의 국가라기보다는 배제  

립성 시형의 국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은 특히 2차  이후 연

방 법원의 정교한 례법리의 발달과정에서도 드러나게 된다. 다만 근래에는 그에 

반해 포함  립성을 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견해들도  세력을 얻고 있는데 

이에 한 상세한 은 본고의 제4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재까지 본래 서구국가에서 발 되어온 정교 계의 규범으로서 국가의 종교  

립성을 역사 으로 개 으로 고찰해보았다. 독일, 랑스, 미국의 세 나라는 국가가 

종교로부터 분리되는 데에 있어서는 그 흐름의 공통성을 갖고 있었지만, 세부 인 면

은 다르게 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가의 종교  립성을 이론 으로 

심도있게 고찰과 분석한 뒤, 그 후에 독일, 랑스, 미국의 세 나라는 국가의 종교  

립성에 해 어떤 공통 인 이해가 있는지, 그리고 세부 인 면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보도록 한다.

제2  종교  립성의 이론  고찰

Ⅰ. 서

1. 의의

 민주주의에서는 국가가 그 국민들에게 스스로가 원치 않는 삶을 살도록 강요

할 수 없다는 범 한 합의가 존재한다. 한 국가의 행 가 종교  서 이나 교리

의 권 에 호소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보편 인 합의사항이다. 때때로 이

러한 종류의 합의는 특히 종교의 자유나 평등권에 한 주요 헌법 조항에 반 되기도 

한다. 합의에 한 이 주장들은 종종 좋은 삶의 이상에 하여 국가행 가 립 이

어야 한다거나, 국가행 의 정당화가 기본  신앙에 해서 립 이어야 함을 주장

하는 것으로 재편되기도 한다. 그러나 ‘ 립 ’이라는 용어 사용이 원래의 단어선택에 

어떤 요한 의미를 더하지는 않는지가 문제된다. 나아가 그러한 단들을 통합시키

는 국가의 립성의 원칙(principle of state neutrality, 이하 여서 PSN, 립칙)이라는 

일반원칙을 가리키는지도 문제된다. 만약 그 다면, 립칙은 어떠한 규범  행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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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되어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그래서 그 원칙에서 련

된 종류의 행 들이 립 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 고찰되

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립성에 한 이론  설명, 즉 립성 이론(theory 

of neutrality)을 필요로 한다.

국가의 립성은  에서 본 바와 같이 상 으로도 국가의 역사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론 으로도 여 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다. 이번 장에서는 그 주된 내용들을 간략히 알아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계되

는지 설명할 것이다.

2. 헌법상의 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의 제20조 제2항은 정교 계에 하여, 국교 지에 더

해 단지 ‘宗敎와 政治는 분리된다’라는 식으로 세부 인 사항이 없이 규정되었다. 이

것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에 해서는 제4장의 법제사  탐구를 통해 살펴볼 바와 같

은 데, 이 제4장의 연구  같은 장에서 언 하게 될 이 록의 연구 이 에는, 이 표

이 미국헌법의 향을 받은 것은 일응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직 인 

텍스트의 유래에 해서는 헌법 기 사(起草史)에서조차 아직 밝 진 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여하간에 이 조항이 재까지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고 일견 외양상 

엄격한 정교간의 결합의 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치’, ‘종교’, ‘분리’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한 세부사항 내지 세부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구체성에 한 

고려가 깊었다기보다는, 그 제정과정에서는 추상성이나 간명함에만 집 하여 만들어

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宗敎와 政治는 분리된다.” 혹은 ‘분리’라는 표 이 일응 간명하고 

분명해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헌법 법리의 발 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를 살

펴보면, 그 지 않다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에서 언 한 ‘세속주의

(secularism)’나 ‘ 립성(neutrality)’ 이라는 단어와 달리, ‘분리(separation)’라는 단어는 

개념상 그 자체로 경직된 단어이다. 사  정의에 따르면58), ‘분리’란 “서로 나뉘어 

떨어짐. 는 그 게 되게 함.”을 의미한다. ‘분리된다’라고 조항에 규정한 이상, 이는 

후자인 동태가 아닌, 자인 상태의 의미이다.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規範이자 命

58) 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 참조 (http://www.korean.go.kr/ 속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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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리’는 물리  상태(狀態)에서 발 한 개념으로서, 원래  의미에

서 보자면 ‘분리(X)’되거나, ‘분리되지 않은(not X)’ 단지 두 상태만이 존재한다. 덜 분

리되고 더 분리된다는 념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언어란 사고의 그

릇이기에 이러한 개념  경직성은 그에 따르는 사고의 경직과 정체를 래하 음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컨  이러한 을 미리 간 한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일

이,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이후 자주 활용된 ‘분리(의 벽)’이라는 표 을 

체하여 근래에는 “ 립성”이라는 개념을 심으로 례법리와 학계의 논의를 매우 

정교하게 발 시켜왔던 것이었고,59) 랑스의 학계·입법, 사법기 은 laïcité를 국가의 

종교  립성 그 자체이거나 립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면서60) 약 백년에 걸친 논

의를 진 시켜왔던 것이다.61)

그 다면, ‘ 립성(中立性, neutrality of state, Neutralität des Staates)’ 개념은 어떠한

가, 어떤 이유에서 ‘분리’ 개념보다 법리 발달에 유리한가, 그리고 ‘ 립성’ 개념과 

‘분리’ 개념은 서로 어떤 련성을 지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 이에 

해서는 을 바꾸어 검토하도록 한다.

3. 분리 개념과 립성 개념의 계

분리 개념과 립성 개념의 계  그 둘  법리 발달에 어떤 것이 이론 으로 

는 실제 으로 더 유리한가에 해서는 요컨  다음과 같이 압축해 표 할 수가 있

다. 1) 정교분리는 립성을 그 요소로 내포한다(배제  립성으로서의 정교분리). 2) 

립성은 그 자체로 평등 우요청을 내포한다. 3) 정교분리보다 립성이 先在한다. 

59) Lemon v. Kurtzman, 403 US 602 (1971)에서처럼 미연방 법원은 정교 계에 한 원칙을 

정교히 발달시키면서도 동시에 분리개념의 불분명함을 다음과 같이 시한다. “Our prior h

oldings do not call for total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 total separation is not possib

le in an absolute sense.”(같은 결 中) Lemon기 은 국가의 종교  ‘ 립성’에 한 하나의 

기 이라 할 수 있으며, 학계에서는 더욱 립성의 개념을 명시 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

다.
60) 립성  laïcité에 한 랑스 학계와 사법기 의 태도에 해서는 지규철(註 7), 35-63

면 등을 참조.
61) 랑스 근 의 역사 속의 laïcité  랑스 공화주의의 개에 해서는, 오 주(註 34), 4

59-4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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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립성 개념은 분리개념보다 더 유용하다. 5) 따라서 분리라는 개념은 이제 립성

으로 독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부명제들에 한 보다 자세한 고찰은 아래의 립성 개념에 한 기원과 

이론  분석 항목을 볼 때 함께 행해질 것이다. (상세한 은 제4장에서도 다루어진

다)

   

4. 립성과 배타 /포함  범주

(1) 립성의 의의

립성62)이라는 단어는63) 최근 세 의 것일지는 몰라도 기 에 깔린 사고(思 )는 

그 지 않다. 1689년 “ 용에 한 서한”64)에서 로크(Locke)가 주장한 용에 한 호

소는 모두 개인과 신을 직  연결하는 그의 로테스탄트 신념에 기인한 것이긴 하

다. 사실 로크의 용에 한 호소는 무신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톨릭도 포함하지 

않은 은 아이러니하다. 그의 입장은 모두 개인과 신을 직  연결하는 그의 로테

스탄트 신념이 기능한 것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로크의 생각은 그 후

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지에 해서 국가는 립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립성의 모습으로 발 되어 나간다. 

여하간 로크의 와 같은 생각은 자유주의 통의 핵이 되었다. 의 사상가들은 

이를 “ 립 국가의 이상(The ideal of neutral state)”으로 요약해 표 하면서, “ 립국가

는 국민을 편견 없이 하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지에 해서 립으로 남아있는 것”

62) Waldron은 이 단어의 첫 출 을 1974년으로 꼽는다. Jeremy Waldron, “Legislation and mora

l neutrality,” in R. E. Goodin, & A. Reeve(eds.). Liberal Neutrality (London : Routledge, 198

9) p. 62. 
63) Rawls는 이 ‘ 립성’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지 않았는데, 이는 평소 쓰던 말인 (불가능한) 

“neutrality of effect-효과의 립성”과 연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neutrality of pr

ocedure- 차의 립성”과 “neutrality of aim-목 의 립성”에는 동의하는데, 이는 국가의 

행 에 있어서 효과보다는 의도가 립성을 띠어야 한다는 논조다. J. Rawls, “The Priority 

of Right and Ideas of the Good,”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17, No. 4, (Autumn, 19

88) pp. 260-264. 국가의 도덕  립성에 한 상세한 롤스주의자(Rawlsian) 인 견해로는 

Huster의 술(S. Huster. Die ethische Neutralität des Staates: eine liberale Interpretation der V

erfassung, Mohr Siebeck, 2002)이 있다.
64) John Locke, Letter Concerning Toleration(1689). (미국 버지니아  도서  온라인 자료실: ht

tp://web.archive.org/web/20080706082920/http://etext.lib.virginia.edu/toc/modeng/public/LocTole.htm

l 최종 속 :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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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지 하고 있다65) 

개념사 으로는 와 같은 시기부터 면 으로 부각된 개념인 ‘ 립성’이란 기실 

자유주의의 추(nerve)이기에 술한 “ 립 국가의 이상”는 과거부터 자유주의의 목

표 고 이제는 논의의 당연한 제로 받아들여지며, 자유주의  사상의 組織 原理

(The organizing principle)이자 본질 인 자유주의의 원리(The fundamental liberal 

principle)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로크 등 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살아가던 17, 

18세기와 같이 그것이 목표 다면, 20세기 이후의 근 국가에 살고 있는 자유주의 사

상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립성 개념은 보통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먼  ⅰ) ‘ 립 ’이 된다는 것은 분쟁

에서 동등한 정도로 해당 각 당사자들을 돕거나 막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 립성’이란 한 행 자가 어떤 경쟁이나 갈등의 상황에 있어서도 심을 동등

한 정도로 모든 해당 당사자들을 돕거나 막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좀 다른 개념

으로는 ⅱ) ‘ 립 (being neutral)’이라는 것은 ‘어느 한 쪽도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리하여 립성 개념의 요소는 보통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ⅰ) 두 개 이상

의 당사자 사이의 경쟁의 존재, ⅱ) 그리고 이에 한 제3자(a third party)의 존재가 

먼  제되어야 한다. ⅲ) 그런데, 행 는 결과와 의도를 잇는 것이므로 립성도 둘 

 어느 부분을 주시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진다. 먼  ① 결과 측면 : 경

쟁이나 분쟁의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는 동일한 정도로 향을 미치려는) 

것(neutrality of effect)이며, ② 의도(목 ) 측면 : 의도를 가지고서 행동할 것(neutrality 

of intention)을 의미한다. 요컨 , 이러한 립성 개념의 요소를 분석해보면 립성을 

결과 측면에서의 립성과 의도(목 ) 측면에서의 립성으로 나 어 고찰할 수 있게 

된다.66)

(2) 계  특성으로서의 립성과 그 양면성

립성은 계를 제로 하는 정치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립성은 두 사람 이

65) Peter Jones, “The ideal of the neutral state,” in R. E. Goodin, & A. Reeve(ed.), Liberal Neutr

ality (London : Routledge, 1989) p. 9.
66) Peter Jones(註 65), p. 9-10 ; Jeremy Waldron(註 62),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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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공  계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에서 보았을 때 개인윤리  원칙이 아닌 사회윤

리  원칙이고, 보다 분명히는 이러한 사회윤리  원칙을 그 제로 하는 정치  원

칙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도덕성은, 정치  도덕성이 그 주체에게 요구

( . 공무원들을 통한 국가행 )하는 방식으로 그 주체인 인간 개인에게 립 일 것

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컨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타인의 일을 도와

주는 것, 동시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도움을 주기를 거부하는 것 모두를 

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립성은 계  특성(relational attribute)이다. 행 는 그 홀로 립 일 수

는 없다. 어떤 행 가 립 이라면 그것은 서로 다른 것들, 말하자면 X와 Y 사이에

서 립 이다. 

여기에서 X와 Y와 립성의 주체인 A와의 계를 고찰하면 두 개의 양식이 가능함

이 도출된다. 첫째, 배제 인(排除的, exclusive) 계이다. 집합 내에 주체인 A가 있고 

그 집합 외부에 X와 Y가 있다면 이것은 배제 인 계이고 이때 A가 취하는 립성은 

배제  립성이 된다. 둘째, 포함 인(包含的, inclusive) 계이다. 집합 내에 주체인 A

가 X와 Y와 같이 있다면 이것은 포함 인 계이고 이때 A가 취하는 립성은 포함  

립성이 된다. 이를 표로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배제적 계 포함적 계

주체 A는 집합內
대상 X, Y는 집합外

주체 A는 집합內
대상 X, Y도 집합內   

[표 1] 배제  계와 포함  계의 구분

이때 주의할 것은, ‘포함 ’이라는 표 의 의미는 어떤 집합 내에 주체인 A가 X  

Y와 함께 있다는 것이지 A 속에 X 는 Y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

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해 exclusive/inclusive라는 단어를 다른 우리말( 를 들어 

외재 /내재 , 외 /내  등)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으나, 일단 이 에

서는 와 같은 표 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류는 1070년  이후 재까지 서구의 학계에서 종종 시도되고 발 된 바

가 있다. 독일에서는 표 으로 뵈 회르데(Böckenförde)가 일 이 ‘이격된(離隔, 

distanzierenden) 립성’과 ‘포개진(übergreifenden) 립성’이라는 개념 구분을 통해 

립의 두 함의에 해서 논하 다.67) 미국에서는 표 으로 그리 월트(Greenawal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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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서 “정치에서의 종교  사고”에서 이러한 구분과 련하여 좀 더 정치하게 논

의되고 있다. 그는 립성이라는 개념을 그 로 쓰지는 않고 ‘입장’이라는 단어를 통

해 표 하고 있다. 그는 공  공동체 즉 정치  공동체에서의 종교에 한 입장들을 

고찰하면서 “배제 인 입장”과 “포함 인 입장”을 구분하여 나 다. “배제 인 입장”

이란 다음과 같다. ⅰ) 종교가 정치에 끼어드는 것에 반 하는 이들의 태도이며 ⅱ) 

모든 국민들에 의하여 공유되고 있는 종교  견해의 부재를 제한다. ⅲ) 따라서 국

민들이 어떤 종교  견해를 강요받는 경우에,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강요한 것에 

한 이유가 없다면 국가는 불공정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본다. ⅳ)  국민들과 공무

원들은 공공 토론에서 종교  이유를 서는 안 된다. 어떤 집단도 종교  이유에 의

존할 수 없다.

그리고 “포함 인 입장”이란 다음과 같다. ⅰ) 국민들과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가장 

믿을 수 있고 분명하다고 여기는 이해의 근거들이라면 무엇에든 의지할 수 있다는 

것. ⅱ) 공정함은 배제(비록 그것이 자기 배제라 해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한 모든 사람의 의지에 존재한다. ⅲ) 올바

른 민주주의는 만약 종교  논변들이 정치  토론의 일부라 해도 불안정하지 않을 것

이다.68) 와 같은 정치에서의 종교  사고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한 그리 월

트가 제시한 두 입장은 앞서 말한 배제  립성과 포함  립성 분류와 체로 

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후에 이 에서 다루게 될 독일과 랑스의 , 특히 정교분리 논의가 정착

되어가는 20세기 기, 그 에 특히 바이마르에서의 종교조항의 성립과 랑스의 

1905년 법의 성립 시기, 그리고 재의 두 나라들에서의 이른바 ‘이슬람 머릿수건

(headscarf, Kopftuch, foulard, 아랍어로는 hijab)69) 지법(이하 머릿수건 지법)’들에 

한 논쟁을 비교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찬성하고 반 하는 양쪽 

67) 이 분류는 다음의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E.-W. Böckenförde, “Kreuze (Kruzifixe) in Gerichtss

älen?,” in: ZevKR 20, (1975) 130 f ; 그 후 다음의 에서도 설시됨. E.-W. Böckenförde, “V

orläufige Bilanz im Streit.um das Schulgebet,” in DÖV 1974, 255 f. 
68) Greenawalt, op. cit.(Religious Ideas in Politics), pp. 268-270.
69) 다른 국내 논문들에서는 베일, 히잡, 헤드스카  등으로 다양하게 표 되고 있고, 이 에

서는 머릿수건이라는 단어로 되도록 통일해 쓰도록 한다. 그러나 만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

다면 머릿수건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머리와 다른 신체 부분을 가리는 정도와는 상 이 

없겠다. 이러한 머릿수건 등에 한 뉘앙스 차이나 종교 인 의미에 해서 상세한 은 

Wasif Shadid, & P. S. Van Koningsveld, “Muslim dress in Europe: Debates on the headscarf,” 

Journal of Islamic Studies, vol.16 (2005) pp. 35-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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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립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립성은 “투쟁의 장”70)이 되는데 이는 

양 쪽 편 모두가 자신들의 이유가 립성에 보다 합치되고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고 하기 때문이다.

5. 립성과 국가간/국가내 범주

만약에 서로 반 되는 것이 모두 립성을 의미할 수 있다면, 무엇이 립성이 특

정 시간과 장소에서 확고한 實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첫째로 국가 인 통을 들 수 있다. 이는 19세기, 20세기 유럽의 국가나 교회의 탄

생의 역사에 기인한다. ( 표 인 로) 랑스의 국가  립성은 라이시떼의 원칙

(Laïcité, 비종교성)과 연 이 있다. 조 으로 독일은 “열린 립성”을 채택했는데, 

이는 ( 랑스가 종교를 공  역에서 어내었던 것과 조 으로) 종교에 공 -사회

 상을 부여함에 있어서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립성의 두 함의는 랑스와 독일이 가지는 세속주의의 정형  모습에 따라 

그 상을 표로 악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의 [표] 세속주의의 두 모델과 그 要

素  립성의 양면성을 참조. 경성 세속주의를 랑스로, 연성 세속주의를 독일로 

하여 비교.)

둘째로 국가 간의 차이 외에도, 국가개념 내부에서의 범주에 따라 립성에 한 

이 갈릴 수 있다. 앞서 본 (Young)과 킴리카(Kymlicka) 등의 다문화론에서의 비

 등은 사실  국가가 획일 이고 고정 이라는 제를 바탕으로 행해진 것이었

다. 그런데  국가는 그 지 않을 수도 있다. 최소한 다수결 원칙에 의해 의회나 

정부가 법과 정책을 정하는 민주주의 정치의 범주(정치 역)와, 다수결 원칙을 제한할 

수 있게 법 이 헌법 인 개인의 권리를 장하는 법·헌법의 법치주의 범주(사법 역)

는 구별해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71)

이런 에서 이 의 이하에서는 정치 역이라고 표 할 시 입법 역과 행정 역을 

포함하기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가 명시 인 입법안 제출 권한이 있다

70) P. Bourdieu & L. Wacquant,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 University of Chi

cago Press, 1992) pp. 94-115.
71) Christian Joppke, “State neutrality and Islamic headscarf laws in France and Germany,” Theory 

and Society, Vol. 36, Issue 4, 2007, pp. 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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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은 이러한 포함  구분방법의 유효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두 범주는 서로 긴장  상호 연 계에 있다.72) 가장 요한 것은 두 범주에서 

립성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정치의 제한을 받고 있는 

정치  결정권자가 속해있는 ‘정치의 범주’에서는 립성이 통합과 더 련이 있게 

된다. 따라서 통합에 방해되는 요소는 배제할 수 있는 면의 립성이 선호되는 경향

이 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배제  립성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통합과 

련이 더 되는 립성이라면 둘  어떤 것이든 정치 역에서 그때그때 선택되게 된

다는 것이다. 조 으로, 헌법 으로 다수에게서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헌법의 

범주’에서는 립성이 개인의 권리, 개인의 표 과 종교  신념을 표 할 권리를 뜻

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시하는 의미에서의 립성이 보다 선호되는 경향

이 찰된다. 이것 한 반드시 포함  립성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역시 개인의 권

리와 련이 더 되는 립성이라면 둘  어떤 것이든 그 사법 역에서 그에 맞게 선

택되게 된다는 것이다. 요한 은 이러한 선택을 통해 정치 역이 선택한 립성과 

사법 역의 선택한 립성이 각각 다른 면의 립성을 택하여서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는 이다. 이 경우 정치 역과 사법 역의 ‘각 립성’은 서로 갈등하는 것으로 보이

게 된다. 이러한 은  국가에서 사법부가 과거보다 더욱 권력을 뚜렷이 갖게 되

면서 더 확연히 찰되게 된다.73) 이는 특히 헌법률심사권의 등장과 확립에 련될 

것이다. 

한편 오래 부터 자유주의  헌정주의는 한 사람이 지배하고 한 사람을 했던 국

가에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 다는 사실이 자주 지 되었다. 독일의 헌법학자 뵈 회

르데의 다음과 같은 설명이 표 이다. “인권의 개인주의는 종교뿐만 아니라 그 어

떤 획일화하는 힘으로부터도 해방하는 것이다.”74) 

뒤에서 살펴볼 사례들, 특히 재의 시 에서의 머릿수건 문제는 이러한 정치 범주

와 법·헌법의 범주를 가로지르며 놓여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72) 두 범주 사이의 긴장과 상호 연 은 “헌법정치(constitutional politics)”나 “사법정치(juristocra

cy)”로 일컬어지는 시 의 정치학의 특징이기도 하다. Stone Sweet와 Hirsch가 이러한 표

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Joppke(註 34), p. 315.
73) 다만, 이러한 의미의 립성의 의미와 소수자  그 소수자 그룹의 권리의 계에 해 

다루는 연구는 아직 기 단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Joppke(註 34), p. 315.
74) E.-W. Böckenförde, “Die Entstehung des Staates als Vorgang der Säkularisation,” in E.-W. Bö

ckenförde (hg.), Recht, Staat, Freiheit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67) S. 112. 그리하여 

만약 법  역에서 고찰해보면 립성의 ‘보편화 상’의 진척이 차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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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립성과 개인/공동체 범주  

다원  배경의 사회, 특히 유럽에서의 이민자 사회를 다각 으로 고찰하는 데 있어

서 립의 요성이 증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한 합의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75) 이러한 문제는 원칙 으로 규정 이고 본질

인 고정성을 거부하는 “상 ”76)이고 “도구 ”77)인 립의 본질에 기인한다. 

그 다면 립성의 범주를 실제로 어떻게 효과 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욥 는 칼 

슈미트의 헌법의 수호자78)에서 열거된 국내 립의 여덟 가지 다른 의미를 고찰하면

서, 결국 종교문제에 있어서 개인  권리 혹은 공동체  통합으로서의 “ 립” 개념이

라는 양극 을 찾아낸다.79)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욥 (Joppke)가 칼 슈미트의 분류를 인용하며 찾아낸 개인의 

권리 내지는 집합  통합의 양극  분류방법과 유사하지만 사실은  다른 범주  구

분법을 갖게 된다. 자는 국가의 립성 일반에 있어서 지향 을 심으로 고찰했을 

때, 후자는 특히 국가의 종교  립성 문제에 있어서 생기는 립성의 범주들이다. 

종합하면, 국가의 립성은 개인의 권리 내지는 집합  통합의 양쪽 지 의 극 들

을 함의하기도 하며 포함  입장과 배타  입장 두 가지에 동시에 논거로 언 되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은 립성 자체가 술한 바와 같이 배제  립성과 포

함  립성 등 두 가지 이상의 면을 가지는 것이 이론 으로 가능하고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재 이러한 이해에까지 이른 데에는 본질 으로 모호한 념 속에

서 다양한 범주를 찾아낸 칼 슈미트, 욥 와 그리 월트 뿐만 아니라 뵈 회르데 등

의 학자들의 통찰과 선행연구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Ⅱ. 자유주의 국가와 립성

 사회에서 인간은 서로 다른 삶의 목 과 선의 개념(conception of the good. 가

75) Stefan Huster(註 63), S. 42.
76) Klaus Schlaich, Neutralität als verfassungsrechtliches Prinzip (Tübingen : J.C.B. Mohr, 1972) 

S. 7.
77) R. E. Goodin, & A. Reeve, (ed.) Liberal Neutrality (London : Routledge. 1989) p. 4.
78) C. Schmitt, “Der Hüter der Verfassung,” in Beitrag̈e zum of̈fentlichen Recht der Gegenwart, T

ub̈ingen : Mohr, 1931, 김효 (역) 「헌법의 수호자」 (서울 : 法文社, 2000) 238면 이하 참

조.
79) Joppke(註 34), pp. 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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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사회 구성원들이 지닌 가치 의 차이는 특

히  각 국가에 서로 다른 국 과 문화  배경을 지닌 이들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다원성은 의 요한 정치사회  특징이다. 이

는 단순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치

다원성은 사회 내의 어떠한 가치 들은 공통 인 요소를  지니지 않기에 합치

을 찾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가치 들은 서로 상충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가치다원성은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가치 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해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들  상당수는 사회

으로 분배되기에 사회 내에는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는 근본  원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사회제도를 통해 구 할 수 있는 권 체가 있어야 한다.

 철학자들의 요한 심사  하나는 이러한  사회의 가치다원성에 한 

철학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사회 내에

서 다원 인 가치 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서도 이러한 다원  가치 을 지닌 

구성원들의 안정 인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주의  정치사회의 형태를 제시하는 

데에 심을 가져왔다.

립성 이론은 이 듯 자유주의 통에 그 이론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립칙의 체계  설명은 60년 까지에도 잘 제시되지 않았고 J. Rawls와 그 

외의 학자들이 자유주의 이론의 기반으로서 립칙을 재언 하고 재평가한 1970-80년

 이후에야 잘 제시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80) 특정한 용상황에서의 립성 

단은 리 수용되었던 반면, 보편  용을 염두에 둔 자유주의  립성의 개념은 

공동체주의와 완 주의의 비  반응을 하게 되기도 하 다. 비 자  일부는 자

유주의자들이 립성에 한 헌신  탐구를 하는 것은 포  교리를 가진 자들이 헌

신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그것을 개인, 사회, 정치에 한 자유주의  

에 논리  결함이 생긴 증거로 들었다. 다른 이들은 자유주의  립성이 실제 자

유주의가 무엇인가에 해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한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일반  

80)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Revised Edition 

(Cambridge :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J.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Expanded Edition (New York：Columbia Unive

rsity Press, 2005) ; Bruce Ackerman, Social Justice in a Liberal State (New Haven and Londo

n : Yale University Press, 1980) ; Ronald Dworkin, A Matter of Principle (Cambridge, Massac

husetts and London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 Charles Larmore, Patterns of Moral Co

mplexity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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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때 논란은 지난 십여 년쯤 에 진정되었다.81) 

그 다면 이러한 자유주의  정치사회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려면 자유주

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Locke의 인식론을 간단히 먼  고찰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야 한다.

 

1. 이성과 신앙의 인식론  차이

자유주의자들의 기본 제는 이성과 신앙은 구분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의 이

러한 인식  구분은 Locke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는 개신교도 으나 그의 종

교철학  인식론에서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다. 

Locke의 종교철학은 종교  지식과 신앙  인식론(Epistemology)에서 왔다. 따라서 

그는 자연종교(natural religion)와 계시종교(revealed religion)를 구분하 다. 동시에 인식

론의 방법으로 지식과 신앙도 구분하며 그것은 근본 으로 다른 상(different 

phenomena)으로서 신앙은 지식을 동반할 수 있으나 지식은 인식론상으로는 하나의 신

조가 될 수 없다고 하 다. 다만 지식이란 신앙에 필요한 한 개의 요소(a species of 

assent)일 뿐이라는 것이다82). 이 게 그는 신앙과 지식에서 나온 신조를 구분하면서 

다만 무엇이든지 이성  단을 거친 자유의 요성에 큰 비 을 두었다. 그는 인간

은 모두 완 한 자유(perfect freedom)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유를 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다른 사람 보다 더한 권한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질 수 없으니” 국

가도 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인간의 평등권은 자연(Nature)에 의해 보장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같은 종으로서의 인간도 그 역할에 있어서 같아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설령 “명백한 선언”, “분명한 

약속”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평등권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신의 뜻으로서 자연이성(natural reason)의 자명한 진술(self evident 

proposition)이라고 하면서 그는 국가는 자연의 본성법으로서 다스려야 하고 인간들은 

그 법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그 법이 온 인류를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독립되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 

81) János Kis, “State Neutrality,” in Rosenfeld/Sajó(eds.),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co

nstitu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34.
82) 서승희, 「종교의 자유에 한 연구」 경희 학교 박사학 논문 (2001) 243-245면 ; 공진

성, “「 용에 한 서한」에 한 해제,” John Locke, Letter Concerning Toleration(1689), 공

진성(역), 「 용에 한 편지」 (서울 : 책세상, 2008) 9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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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소유를 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 다. 자연법은 신이 인간행동의 법으로 주

신 천부권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법은 서로의 안 을 해서 신이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Locke의 인식론에 이어, 후 의 자유주의자들 한 구체

인 인식론  설명은 다소 상이한 이 있지만, 와 유사한 결론으로서 여하간 애

에 이성과 신앙은 구분된다는 견해는 공통 으로 가지게 된다.

2. 세속언어와 종교언어의 차이

이 게 신앙과 이성은 인식론 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발화 단계 즉 

의사소통  재인식의 단계에서도 언어는 세속언어와 종교언어로 서로 구분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즉 세속언어는 세속  사실들로 구성된 언어이고 종교언어는 종교  

사실들로 구성된 언어가 된다. 종교언어도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어떤 공유된 정체성을 가지는 종교  집단 내지 개인들 사이에 종교언어

가 의사소통의 매개수단이 되어 발화자 사이에 상호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한 공유된 정체성을 가지는 종교  집단 내지 개인들을 떠나 세속언어를 

사용하는 일반 인 집단 내지 개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매개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문제되는데 이는 그 지 못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종교언어와 세속언어 이 둘은 

호환되기가 어렵게 된다. 

의사소통에서 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의사소통이나 의미 달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 의미의 정확성과 객 성을 가지고 있는 지시 (referential) 의미와 

그에 기반한 언어생활이다. 그런데, 종교언어는 그 특징상 지시  의미에서 세속언어

와 서로 혼란을 래하게 된다. 종교언어는 수행 (performative) 의미로서 역할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세속 언어와 호환될 수 없다.83) 이 게 될 때 특정한 단어나 문장이 

지시  의미로서의 세속언어로 쓰이는 어떤 발화를 놓고 이것을 종교언어로서 그 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는 그 반 의 경우 모두 심각한 의사소통의 왜곡을 노정하게 

된다. 

3. 공  역에서의 논증과 종교  논증의 차이

83) 이러한 종교언어와 세속언어의 차이에 해서는, 黃弼昊, “世俗 語와 宗敎 語,” 「哲

學」 제14호 (1980) 85-1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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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세속언어와 종교언어가 서로 구분되는 차이는 다시 의사소통  재인식 단

계에서 논증의 문제와 연결된다. 즉 공  이성에 의한 논증과 종교  논증은 서로 명

확히 구분되게 된다.

이는 생활세계에서의 언어에서도 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  역에서의 언어에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  입헌민주주의 국가라는 의사결정체제는 공  이성

(public reason)이 작동됨을 제로 설계되었다. 근  입헌민주주의국가의 의사결정의 

요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공동체에서, 그리고 특히 근

래에 들어 다원주의화가 된 공동체에서 정치  역에서의 합의는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답하기 해 이러한 공동체에서도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성으로서

의 공  이성의 개념은 필수 으로 요청된다 하겠다.84)

이러한 공  이성에 기반한 근  입헌민주주의 국가라는 의사결정체제는 감정 기반 

는 신앙 기반의 공동체가 아닌 것이다. 감정 기반 는 신앙 기반의 공동체가 구성

원의 복리에 갖는 나름의 장 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를 들어 가족이 표 인 

이다. 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감성은 가족 내 문제를 단한다거나 가족 그 자체를 

유지하고 발 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계에 기 한 감성의 

향 는 ‘사  이성’에 기반한 논증이 사법기 에 미칠 수 있게 되면 사의 기피

나 제척 제도를 통해 그 향을 피하여 공  이성의 작동을 유지하려 하는 것과 유사

하게도 종교  신앙이나 그에 기반한 향 한 사법, 입법, 행정의 국가 인 공  이

성의 의사결정체제에서는 회피되어야 한다. 이는 근  입헌민주주의가 곧 자유주의에 

기 하고 있는 과 깊게 연 되며 자유주의는 국가의 립성을 요시하면서 와 

같은 감성이나 신앙의 향 는 ‘사  이성’에 기반한 논증의 부정  결과를 회피하

려고 한다. 이는 국가가 특수이익이 아닌 체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는 과도 일맥상

통한다. 이러한 에서 이론 으로 볼 때, 종교  논증이 공  이성에 의한 논증을 

84) 공  이성의 개념은 애 에 Immanuel Kant가 1784년의 논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한 

답변”에서 사  이성에 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바가 유명하다. 그에 의하면, 이성의 자

유로운 공  사용만이 사람들에게 계몽을 가져온다. I. Kant,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in W. Weischedel(hg.), Immanuel Kant - Werke in zehn Bänden, Vol. 9. (Dar

mstadt :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3) S. 53-61. 그 후 John Rawls는  다원주

의 공동체에서 정치  역에서의 합의는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답하기 해 이러한 

다원주의사회에서도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성으로서의 공  이성의 개념을 발

시켰다. J. Rawls, “The Idea of Public Reason Revisited,”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

view Vol. 64 (1997) pp. 765-807. 이 개념은 그 이후 재까지에도 이러한 합의에 한 담

론에서 핵심개념으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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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거나 그것에 유입되도록 할 수가 없다. 만일 유입이 이루어진다면, 호환성의 충돌 

즉 체제부정합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이 야기되게 된다.

종교  논증은 각 개인이 시민의 자격으로 공  이성을 발동하게 하는 기회를 해

하고 특정한 신앙이나 그에 기반한 특수 이익 내지 목 에 기 한 종교  논증을 그

로 받아들이게 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하여 개인으로 하여  공  이성을 발동하지 

않거나 논증을 나태하게 하는 경향도 보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

의 ‘종교  논증’을 공  역에서 허용한다는 것은 종교  권  등을 필요로 하는 

소수의 결정권자  그에 따르는 다 을 모델로 삼는 공동체 내지 사회모델에서는 혹 

가능할 수도 있을지라도, 입헌민주주의 이고 자유주의 인 근 국가 모델에서는 의

사결정의 주체와 방법의 근본 인 측면에서 체제부정합  문제 을 배태하는 것이다.

한편, 입헌민주주의 이고 자유주의 인 근 국가 모델에서는 사  이성에 의한 논

증도 물론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  이성에 의한 논증은 공  이성에 의한 논증을 다

시 거친다는 조건 하에서만, 공  결정의 기반으로 승화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승화

가능성에 해서, 즉 종교  논증도 공  이성에 의한 논증을 다시 거칠 경우 공  

결정의 기반으로 승화될 수 있는가라는 은 좀 더 깊은 논의를 요한다. 이에 해서

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본다. 사  이성에 의한 논

증이 이성과 신앙이 구분된 제에서 이루어진 세속언어에 의한 논증이라는 과 달

리, 종교  논증은 이성과 신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제에서 이루어진 종교언어

에 의한 논증이라는 이 그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게 하는 이유이다. 

4. 공  이성과 국가의 종교  립성

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공  이성이 작동하기 해서 종교  논증의 유입에 한 

제한을 요청하게 되며, 그것은 곧 국가의 립성의 종교 역에서의 용과 같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종교  립성은 공  의사결정체제라는 에서의 입헌민주주의국가 

그 자체의 체계정합  작동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립성이란 다음에서 살펴 볼 

자유주의  견해에서 말하는 립성의 주된 두 의미  하나로 말하자면, ‘공  이성

에서 공유된 근거로서의 립성’의 성격을 갖는다. 

다만, 비국가  차원(사  차원)에서 감정 기반 는 신앙 기반의 공동체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일반  행동자유권, 종교의 자유에 의해 당연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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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된다. 그래서 근  입헌민주주의국가에서 체로 종교는 사  역에 속하게 되

면서, 동시에 그 범 에서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실제에 있어서는, 종교  언어를 쓰는 집단 는 개인이 그 게 그

로 공  역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련이 된다. 를 들면 종교 정당의 설립 허용여부 등이 그것이다. 즉 종교 단체가 

그 종교  언어를 사용하면서 ( 는 종교  언어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뚜렷한 종교  

목표를 갖고) 정당이 되어 역할을 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은 이 과 일맥상통한다. 

정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은 한편 사  결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것은 공 인 성격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정당은 원칙 으로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

에 집권을 한다는 조건이 성취된다면 그 정강정책이 국가행 로 실 될 가능성이 

히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 해 철학 , 법이론 으로 심도깊은 고찰을 한 학

자는 Ronald Dworkin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종교  가치를 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일부 우 의 흐름이 그 세력이 커지고 있는 최근의 정치 실, 특히 미국의 정치 

실 속에서, Dworkin은 그의 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를 통해 용  종교 국

가 모델과 용  세속 국가 모델을 비교하면서, 시민들이 그 안에서 불가피하게 살

아가게 되는 환경의 유기  조성(organical creation of culture)과 집단  조성(collective 

creation)을 비시킨다. 그런데 각 사람들의 종교, 정치  견해의 표명으로 인하여 형

성되는 종교  문화, 정치  문화는 유기  조성으로 형성되어야 할 역이다. 즉, 

‘다수는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수의 가치를 거부

하는 자들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정신에 따라 구성된 문화에서 살고 아이들을 키

우고 싶은 다수를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용  종교 국가 모델을 지지하는 논변

은 비록 간섭주의  주장은 아니지만, “문화의 집단  부과”를 통한 조성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층 인 인간 존엄의 원리의 설득력 있는 해석인 ‘윤리

 개인주의’에 거스른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용  종교 국가 모델을 지지하

는 논변이 보다 나아가서 종교문화를 육성하기 해 국가가 종교  가치를 표방해야 

한다는 국가 료들의 단으로까지 나아간다면 간섭주의  정당화와 다를 바 없이 

개인  단과 자유에 한 공격이라고 하 다.85) 요컨  그에 따르면 그가 구성한 

자유 개념, 즉 좋은 삶을 할 책임을 각자 지고 있다는 인간 존엄의 원칙에 기반

85) Ronald Dworkin, Is Democracy Possible Here? Principles for a New Political Debate (Princet

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C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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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유 개념은 개인  단에 따라서만 정당화되는 강제를 지하므로 구성원 다수

가 종교 인 사회라 하더라도 용  종교 국가 모델 보다는 용  세속국가 모델 

쪽을 더 지향하게 된다고 하는데, 인간의 존엄과 개인  자유를 보장하는 근 국가의 

헌법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그의 견해는 타당성을 가진다 하겠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립성을 지지하는 자유주의  견해  그에 한 비

 견해  재반론에 해 알아보고, 그에 이어 국가의 립성이 종교 역에서 발

되는 형태인 국가의 종교  립성의 핵심요소를 고찰해본다.

Ⅲ. 립성에 한 담론

J. Rawls, R. Dworkin, R. Nozick, B. Ackerman, C. Larmore를 비롯한 다수의 자유주

의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형태가 구 되기 해서 국가는 개인들의 서로 다른 가

치 들 사이에서 립 이어야 한다. 이때 국가 립성은 정부가 한 개인의 가치 이 

다른 개인의 가치 보다 좋은 것이라는 단 하에 특정한 가치 의 실 을 다른 가치

의 실 보다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라 이해된다. 국가의 립성 원칙

(이하 이 에서는 약칭하여 ‘ 립칙’이라 함)은 자유주의   비자유주의  견해 사

이에서 최근 10여 년 까지만 해도 많은 논쟁이 되었었다. 그  그 원칙의 이론  

지 에 해서 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몇몇 술가들은 립칙을 근본  원칙으

로 취 한다. 컨  Ackerman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들은 국민들 사이의 담화에 기인

한다.86) 담화의 과정이 결정력 있고 도덕 으로 수용 가능한 결과를 낳기 해서는 특

정한 방식으로만 허용이 가능한 주장들은 반드시 립성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87) 따라서 평등, 용, 개인의 권리에 한 특정 개념을 수용하는 것

은 법치국가를 구속하는 립성에 있어서는 근본 인 것이다. 한편 Dworkin은 립성

은 하나의 생  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즉, 립성이란 국가가 

국민들을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평등 우의 원칙에 의존하는 생  원칙이라는 것

이다.88)

86) Ackerman(註 80), p. 11.
87) Ackerman(註 80), p. 11. Larmore도 립성을 ‘자유주의의 최우선 이념(primary ideal)’으로 

만들 것을 지지한다. Larmore(註 80), p. 46. 다만 Larmore는 한 자유주의자들이 립성을 

토 인 것으로서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동등한 배려(equal respect)의 원칙이라는 의미에서 

더 기본 인 원칙으로 정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kerman의 태도와 세부설명이 완 히 

일치하지는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Larmore(註 80), p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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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자면, 립성을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근본  원칙으로 

취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그러한 은 국가에

게 허용되거나 심지어 요구되기까지 하는 비 립 인 가치들과 립  방식으로 다루

기를 요구되는 상들 사이를 구별하는 개념  도구를 립칙이 상실하도록 만들 

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립칙은 국가에게 허용되거나 심지어 요구되기까지 

하는 비 립 인 가치들과 결합하여 드러날 수도 있고 이러한 립칙에 기반해 주어

진 상들을 (그러한 제한 하에서) ‘ 립 ’으로 다룰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요컨  

에서 후자의 견해, 즉 립성이란 평등 우의 원칙에 의존하는 생  원칙이라는 

견해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립칙이 생 인 원칙이라는 사실을 당연시할 것이다. 그 게 되면 

립칙에 내재된 주요 원칙은 국가가 국민들 각각을 하는, 그들에게 혹은 그들에 

하여 말하는 방식에 있어 동일한 심과 존 을 표 하는 것이 된다. 한  민

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뿌리가 깊고 오래도록 만연해 있는 의견불일치로 인해 분열

되어 있다는 제를 수용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제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함이 수많은 사회과학  술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한편 

그 논쟁들은 기본  신념 내지 신앙, 즉 종교 , 형이상학 , 인식론 , 윤리 인 신조

와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한 총체 인 사고와 련된다는 에서 뿌리가 깊고 심

원한 논쟁이다. 1970, 80년 에 발 한 자유주의  립성(liberal neutrality)은 이러한 

주요 제들로부터 두 종류의 립칙을 주장한다. 첫째, 차별 지 내지는 동등 우에 

한 이다. 그들의 ‘선의 개념(conception of the good)’에 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가치 단을 근거로 국민들을 차별하는 국가행 는 부당하게 비 립 이다. 둘째, 논거

의 배제에 한 이다. 실제의 혹은 있음직한 그 정당화가 일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으로 기 되는 이유에 호소하고 있다면 국가행 는 부당하게 비 립

(objectionably non-neutral)이다.89) 이는 본 논문에서 말하는 포함  립성과 배제  

립성에도 각각 응하는, 보다 세부 인 설명이 부가된 두 요소라고 볼 수 있다.

1.　자유주의  견해에서의 립성

88) Ronald Dworkin(註 80), p. 205.
89) Kis(註 81), p.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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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 지로서의 립성

자유주의  립성 지지자들은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강제로 부과하거나 가치 없

는 삶의 방식 추구를 강제로 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본다. 즉 이를 부당한 비 립

 국가 행 (objectionably non-neutral state action)로 규정한다. 강제  방법으로 사람

들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만들려는 노력이 왜 도덕 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인지를 

설명할 때 립성의 원칙을 그 근거로 하는 것이다. Ronald Dworkin은 ‘ 군가의 삶은 

강제가 없을 때 유지되던 그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에 반하여 개선될 수는 없기’ 때문

에 강제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90) 이 주장은 

사람들을 스스로가 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 후견주의

(paternalism)에 반 하는 것이다. 그러나 Dworkin은 립칙이 반후견주의 그 자체와는 

다른데, 그것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러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할 올바른 방식에 한 의견이 열하거나 잘못되었다

고 료들이나 다른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허용된 자유에 한 

형법상의 불이익을 포함한 사회  재화(goods)와 기회의 분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91) 바로 이러한  때문에 립칙의 범 는 반후견주의 원칙의 범

와 일치하지 않는다. 자는 후자보다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다. 립칙은 특정 

개인들에게 그들의 선택권을 강제 으로 제한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는 국가행 (state 

acts)에 용되기 때문에 범 가 더 넓다. 한 반후견주의는 개인  도덕성과 정치  

도덕성 모두의 원칙인 반면, 립칙은 국가를 통해 행동하는 정치공동체로 제한되기 

때문에 범 가 더 좁다.92)

이 설명에서 언 되는 국가행 가 부당하게 비 립 인 이유는 스스로의 삶의 방식

에 한 단만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다는 이다. 이 때 불이익은 그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선택권을 강제 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해지게 된다.

이러한 국가행 에 반해, 립성 원칙은 국가가 좋은 삶의 개념에 한 공식  

단을 근거로 그 구도 편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특별한 종류의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원칙인 차별 지원칙(a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이다. 

90) Ronald Dworkin,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p. 283.
91) Dworkin(註 90), p. 353. 
92) Kis(註 81), p.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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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정치철학  원칙인 동시에 헌법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인종, 종교, 성별 

등 개인이 가진 속성이나 가치 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

는 주지하는 바 로 세계인권선언에도 보장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근 입헌국가 헌법

에 규정되어 있다. 를 들어 독일 기본법의 평등권조항, 랑스 인권선언에서의 평

등, 미국 헌법에서의 법 앞의 평등 , 우리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에서 이러한 원

칙을 도출하는 명문의 헌법  근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2) 공  이성에서 공유된 근거로서의 립성

1) 배경

비록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는 자유주의  립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정치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에서는 아주 가끔만 등장하지

만, 자유주의  립성에 한 담론은 Rawls의 향력 있는 서인 이 두 책에 의해 

그 틀이 확고히 갖춰졌다. 「정의론」에서는 립성은 먼  차별 지

(non-discrimination)임을 논한다.93) 정의의 원칙은 다목 인 ‘사회  기본재’의 분배를 

규제하고, 개인들이 자신들에게 배분된 재화들의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특정한 인생

계획(life-plans)을 세우고, 수정하고, 추구하도록 만든다. 정의의 원칙은 ‘목표의 체제

(systems of ends)를 가치에 따라 순  매기지 않고’94), 특정한 인생 계획이나 좋음

(good)에 한 념을 옹호하는 편견을 반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95) 

이런 이유로 립칙은, 앞부분에서도 논의했듯이, 그 어느 구에게도 그 사람이 가지

고 있는 좋은 삶(good life)의 념에 한, 논란이 많은 가치 단만을 근거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기 때문에 립칙은 국가들이, 논란이 많을 수 있는 각 좋음

(good)의 념들에 해서 립 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2) 두 가지 고려 사항

93) J. Rawls(註 80, A Theory of Justice, 1999 revised edition), p. 223. 그는 이 책에서 ‘정의의 

원칙은, 그 내용에 상 없이 합리 으로 그 삶(life)의 계획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용된

다.’라고 주장한다.
94) Ibid., p. 17. 
95) Ibid.,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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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은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한 사항을 추가한다. 첫째로, 「정

의론」은 논란을 구별해낸다. 즉 합리 인 사람들, 즉 자신의 력에 유리한 공평한 

조건을 찾고, 자신의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경향에 해 의식하며, 반 편의 주장을 진

지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을 이들처럼 합리 이지 않은 사람들 간의 논란으로부터 격리

해냄으로써 논란을 구별해낸다. 그리고 차별 지를 뜻하는 립성의 범 를 합리 인 

의견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의 상인 좋음(good)의 념으로 제한한다. 한 

‘합리 인 의견 불일치’의 근원(이를 단의 부담burdens of judgment이라고 부른다)의 

목록을 제공하기도 한다. 즉 논란이 많은 사건들에 한 증거의 평가가 난해한 , 비

록 한 명이 련된 고려사항들에 해 동의하더라도, 나머지 사람  하나 이상은 그 

요성에 해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인 

념들, 특히 도덕 념들은 모호하며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들의 상이라는  등을 

로 들 수 있다.96) 

둘째로, 「정의론」은 논란이 많은 근거의 사용은 도덕 으로 반 될 만 하다고 한

다. 즉 합리 인 사람들이 봤을 때 논란이 많은 근거를 이용해서 국가 행 를 정당화

시키는 것은, 문제시되는 행 가 이 의 불평등한 분배를 야기하는지 여부와 상 없

이 도덕 으로 반 할 만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러한 정당화가 소  ‘자유주의  

정당성 원칙’(이하 ‘정당성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정당성원칙’는 어떠한 정치  

조직이 권력을 독 할 권리가 있다는 정당성이 개인에게 제공되지 않고서는 구도 

정치  조직의 강압 아래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합법 으로 강압  

권력을 독 하기 해서는 국가가 강압  권력을 독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다르게 말해서, 국가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리고 이 주장이 모든 상들 각자에게도 정당화될 수 있

어야 한다. 

그런데 ‘의견 불일치’가 만연한 사실이라는 은 ‘정당성원칙’에 어려움을 가한다. 

즉 군가가 합법 인 권력 소유를 하는 결과가 되는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면, 

이는 공유되었다고 기 할 수 있는 근거들의 면에서 정당화가 되었다는 것을 상정한

다.97) 그러나 정당화 과정에 활용된 ‘근거들’을 두고 합리 인 사람들 간에 해결하기 

힘든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문제인데, 근거들의 공유가능성이 손상되기 

96) J. Rawls(註 80, Political Liberalism expanded edition 2005) pp. 56-57. 
97) Ibid.,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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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3) 포  교리와 정치  념의 구별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서 「정의론」은 ‘정치  념(political conceptions)’을 

‘포  교리(comprehensive doctrines)’들과 구별해내는 것을 제안한다. 만약 어떤 교리

가 비정치 인 문제를 다루는 규범 이고 사실 인 가정들을 수반한다면, 그 교리는 

거의 포 이다. 를 들면, 신학, 형이상학, 인식론, 개인  도덕성, 윤리학 등의 

역에 해당하는 가정들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념이 사회의 기본 구

조 즉 략 으로 말하자면 사회의 강압 인 기 들을 상으로 삼는다면 념은 

의로서(narrowly) ‘정치 ’이다.98) 포 인 교리들은 합리 인 의견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의 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의로서 ‘정치 ’인 근거들은 합리

인 논란의 범 를 넘어서고 공유된다고 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행 에 

한 정당화가 포 인 교리들의 다양성에 해 립 이라면 ‘정당성원칙’, 즉 자유주

의  정당성 원칙을 만족한다. 이는 의의 정치 인 용어들로 기술되어야 한다.

4) ‘정치  자유주의’와 국가의 립성

그러나 만약 자유주의가 국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립 이기를 요구한다면, 이 요

구는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주장하건 , 이 정당화 자체도 스스로가 다른 정당

화를 해 설정한 기 을 만족해야 한다. 그 기 이라는 것은 즉, 모든 시민들이 공유

할 수 있는 이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 으로 자유주의는, 정치  

교리들이 개인  자율성과 인류의 번 에 한 특정한 념에 의존하는 포 인 교

리로 간주된다. 즉 자유주의라 하더라도 ‘포  의미의 자유주의’는 논란이 많은 시

각이므로 요구된 정당화를 제공할 수 없다. ‘단순히 다른 종 의 교리’가 되는 것을 

막기 해서, Rawls는 자유주의가 자기 스스로에게 립칙을 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즉 자유주의는 자신의 정치  원칙들의 형이상학 , 인식론 , 윤리 , 등의 

토 를 일단 배제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문화에 내포된 생각들’만에 호소함

으로써 후자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99) 

98) Ibid., p. 10-11.
99) Ibid., p.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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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자유주의를 포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닌, 의의 정치 인 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로 재구성한다면, 자유주의는 서로 충돌하는 ‘포 인 교리들’에 비해서 더 

나은 입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어도 Rawls는 이 게 되기를 희망한다.100) 이 게 

되면 자유주의는 포 인 교리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 인 시민들이 논

쟁 인 기본 인 신념과 삶의 방식에 따라 여러 집단으로 나 어져 있되, 상호 존

을 바탕으로 공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다.

 

5) 소결

요컨 , 「정의론」에 의하면, 시민들을 평등하게 우하기 해서는 두 가지의 기

을 충족하는 립칙이 필요하다. i) 첫 번째 기 은 차별 지로서의 립성이다. 합

리 인 시민들이라면 의견의 불일치를 볼 기본  신념과 삶의 방식을 서로 비교하는 

가치 단에 근거해서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ii) 두 번째 기 은 공유된 

이유로서의 립성이다. 이것은 ‘포  시각(comprehensive views)’에 의존하며, 모든 

시민들이 공유한다고 기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합법 인 강압  권력

의 주장에 한 정당화를 배제한다. 두 갈래의 역은 각각 따로 있다. 차별 지로서

의 립성은 국가가 시민을 하는 방법에 용된다. 공유된 이유로서의 립성은 국

가가 시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 해서 말하는 방법에 용된다.101)

2. 반론들

앞에서 본 자유주의  립성을 주제로 하여 략 70년 부터 2000년  반까지 

철학자와 법학이론가를 막론하고 세계 으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주요한 비 세

력은 완 주의자들102)다. 본 연구의 목표에 따르면 토론의 역사까지 되짚는 것은 불

필요하다고 보이고, 립칙의 내용 상당부분에 한 수정을 요구하는 주요 주장들만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하는 이러한 에 한 서술만을 

한다. 

100) Kis(註 81), p. 323-324.
101) Kis(註 81), p. 324.
102) Vinit Haksar, Equality, Liberty and Perfectionism (Oxford: Clarendon Press, 1979) ; Joseph R

az, The Morality of Freedom (Oxford : Clarendon Press, 1986) ; George Sher, Beyond Neutrali

ty. Perfectionism and Politic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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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 지로서의 립성에 한 비

립칙의 생  면인 차별 지는 “국가를 통해서” 활동하는 정치  공동체들은 개

인 인 선호의 상  가치에 한 논란이 많은 단에 근거해서 사회  상호작용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 념의 근원이 되는 주장은 선호 자체가 

사회  상호작용 이 에 고정되어 있다고 제한다. 그러나, 국가행  이 에 한 개인

이 사회제도  행 자들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단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국가행 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

리 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비 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자유주의  견해는 과도하며, 국가들이 ‘문화의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탁월함’을 진시키는 데 목표를 두는 행 를 하는 것은 도덕

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103) 

(2) 공유된 근거로서의 립성에 한 비

Rawls가 제안한 ‘독립 인(free-standing)’ 정치이론은, ‘ 단의 부담들(burdens of 

judgment)’이 합리 인 개인으로 하여  포 인 성격을 띠는 문제에 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합리 인 개인은 정의의 정치  원칙에 해 합의

에 도달할 수 있다는 무언의 가정에 의존한다. 그러나 비 자들은 ‘ 단의 부담들’(불

충분한 증거, 개념  모호성 등)은 포 인 교리에 특별히 련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만약 이들이 비정치 인 이상에 한 격렬한 의견 불일치를 야기한다면, 정치  

원칙에 한 격렬한 의견 불일치도 야기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104)

그래서 반 인 합의(general agreement)의 상으로서의 정치  원칙의 내용이 의

견 불일치의 상으로서의 ‘포 인’ 념들로부터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다는 「정

의론」의 명제는, 그 정치  원칙들이 매우 추상 인 용어로 기술되어야 이에 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비 을 받는다. 주지하

는 바 로 평등원칙이나 기본권조항 등등 유명한 헌법상의 기본 원칙들이 추상 인 

용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 으로 우연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첨 한 의

103) J. Rawls, op. cit.(A Theory of Justice), p. 22.
104) 비슷한 주장으로는, Simon Caney, “Liberal Neutrality, Reasonable Disagreement, and Justic

e,” in Richard Bellamy and Martin Hollis (ed.), Pluralism and Liberal Neutrality (London, Fran

k Cass Publishers, 1999) pp. 2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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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공유된 헌법 하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추상 인 용

어로 도달한 합의는 한계 이 있다. 추상 인 원칙들은 그 자체로 원칙들이 특정한 

제도  규칙과 차에 의해서 만족되는지 혹은 특정한 맥락에서만 만족되는지에 해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한다. 원칙들은 이 문제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하고, 그 추상

인 원칙들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은 더 많은 제 없이는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따

라서 논란이 많은 해석(reading)은, 개인이 지키고자 하는 다른 규범 인 헌신

(commitments)과 사실  믿음들, 즉 ‘포  교리’에 본질  기반을 둔 헌신  믿음들

과 병존(consistent)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비 자들은 지 한다. 를 들

어서, 여성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조기 낙태에 한 권리까지를 수반하는지는 

태아의 도덕  상의 편을 들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105) 

(3) 비 의 요지

요컨  비 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이론이 다수의 ‘종 (sectarian) 교리

들’ 간의 갈등에서 자신만은 공정한 결정권자라고 스스로를 옹호해서는 안 되고, 오

히려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논란이 많은   하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으로 지 하는 것이다.106) 만일 그 다면, ‘정당성 원칙’과 공유된 근거로서의 

립성은 둘 다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인 것이다. 

3. 립성에 한 재옹호

(1) 재옹호의 논거

1)  비 들에 하여

생각건 , 비 론자들의 은 ‘정당성원칙’과 공유된 근거로서의 립성은 둘 다 

폐기되도록 하는 데 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다만 수정되는데 도움을  수 있고, 정

치  자유주의라는 기획과 국가의 립성 원칙은 여 히 유효하다고 본다.

105) Kis(註 81), p. 325. 
106) Larry Alexander, “Liberalism, religion and the unity of epistemology,” San Diego L. Rev. 30 

(1993) pp. 77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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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가치다원주의가 사회 내의 가치들을 동등하게 지지하지는 않는다. 하지

만 자유주의 사회가 자율성과 용의 가치를 심으로 하는 만큼, 비자유주의 인 가

치들의 사회  실  가능성에 한 제약과 이들에 한 조정  동화의 요청은 사회

의 안정 인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최소화될 것이다. 이러한 성

격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근은 가치다원주의를 지지하는 다양한 입장들  특색 

있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이는 철학  자유주의(혹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일컫는)

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헌정체제와 호환되는 것이다. 즉, 립성은 자유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철학 으로 그리고 한민국과 같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 내에서 옹호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립성은 실천 으로 옹호

될 수 있다.

사실 여러 학자가 주장하기를107) 립원칙은 다른 시스템의 신념과 체계  개념에 

해서 그 자체로 립 인 것은 아니라고 하 다. 한 비자유주의자들보다는 자유

주의자들에게 잘 어울린다고 했으며 ‘비자유주의자들에게는 자신의 망에 처음에 자

유주의의 큰 복용량을 주입하지 않고 립성의 원칙을 받아들일 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지 도 있다.108) 그러나 이것은 립원칙이 운용될 수 없다거나 그래서 립

원칙이 원론 으로 제도화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특히 본 논문의 제2장

과 제3장에서 보듯이 특히 미국과 독일의 례법과 법해석학은 오랫동안 큰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여해왔으며 그 결과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립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해 발 이고 안 인 이해를 계속 추구해 

왔다. 다만, 이것은 실제의 세계에 있어서는 립원칙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자

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논쟁과 담론을 통해 계속 그 립원칙을 발 시켜 나가야하

며 그들의 입장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립국가의 개념 자체에 한 비 에 하여

별론으로, 립국가의 개념 자체가 허상이거나 “신화(myth)”라고 거부하는 흐름도 

있다.109) 이 은 에서 논하지 않았는데, 아래에서 한번에 그 비 의 요지와 사견을 

107) Brian Barry. “How not to defend liberal institution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

l.20, No.01 (1990) pp. 50, 54, 55. 이러한 논거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그의 서로는 다

음을 참조. Brian Barry. Culture and equality: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Harv

ard University Press, 2002). 
108) Barry(註 107),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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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논하고 곧 이어 본 의 소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립국가의 개념 자체가 허상이거나 “신화(myth)”라고 거부하는 견해들의 표들을 

꼽자면 공동체주의자들은 물론 포함되거니와, 특히 다문화연구자들 한 그 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의 논지에 해서는 에서 다루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다문화연구자들의 비 에 집 해 고찰해보도록 한다. 다문화연구자들은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에 향을 받은 서술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에게 공평함과 보편성은 배타

주의 권력의 허상일 뿐이다. 를 들면, (Young)은 보편 인 시민은 백인 남성이며 

부르주아라고 서술한다.110) 킴리카(Kymlicka)는 자유주의 국가가 스스로를 종교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 것(이런 분리는 사실 자유주의의 근간이기도 하다)이라는 것임을 시

인하면서도, 종교와 문화의 유사성은 잘못 알려져 있고, 국가와 민족성을 나 는 것은 

같은 가능성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립성을 해서 얼마나 노력하든, 자유국

가는 항상 특정 언어를 선호하고, 공휴일 제정이나 공공 교육이나 설화나 축제는 항

상 다수 그룹의 사회 문화를 따르고, 이는 소수의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친 한 무

시”로 변되는 립성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진정 평등과 정의를 한

다면 국가는 소수 그룹을 주도 으로 인지하고 찬성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111). 

그밖에도 립성 비 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를 같이 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다.112) 

그리고 롤스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그리 월트도 이에 만약 립성 개념들이 실질

으로 유용해야 한다면, 그것들은 (단순히 진공을 배경으로 한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일

련의 “배경 신념들(background beliefs)”로 채워지기도 한다는 것 한 사실이라고 인정

하는 입장이다.113)

그러나 그리 월트(Greenawalt)가 표 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립성은 헌법  그

리고 철학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114). 비록 그 자체가 직

109)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

rsity Press, 1990) p. 114.
110) Young(註 107), p. 110.
111) Will Ky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 Clarendon, 1995) p. 111.
112) 를 들어 자유주의 임에 의존하지 않은 서술을 주로 해 왔던 Tariq Modood는, Charl

es Taylor에 의거해, 소수자들은 개인에게 개인으로서 주어지는 균등한 존엄성뿐 아니라 특

정 그룹의 소속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균등한 존 을 원한다고 논했다. 즉 집단으로서의 

균등한 존 에 해 강조하 다. T. Modood, “A defence of multiculturalism,” Soundings Vol.

29 No.1 (2005) p. 64.
113) Kent Greenawalt, “Religion, Law, and Politics : Arenas of Neutrality,” in Wall, Steven, and 

George Klosko, (eds.) Perfectionism and Neutrality: Essays in Liberal Theory (Lanham : Rowm

an & Littlefield, 2003)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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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헌법과 정치철학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115) 

립성은 다문화론 방식의 개별 집단세력에 한 시보다는 더 많은 의미를 가지

고 있다. 사실 립성의 고유한 보편주의는 그런 집단세력 논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법을 취하면서도, 결국 소수자들의 평등권을 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는 립성

의 양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양식을 추구하기 

한 소수자의 편입을 한 장치가 될 수도 있지만, 반 로 배제를 한 장치가 될 수

도 있는데, 이는 경계를 어떻게 정하는가의 문제가 된다. 체를 포함하는 경계가 설

립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집합 A가 소집합 a를 포함하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체(A)  일부(not a)를 제외하게 된다면 나머지의 집합(a)에서의 립성을 지키며 결

속을 다지게 되더라도 체(A)의 립성은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뒤에서 살펴

볼 독일은 a만의 립성을 추구한 결과가 된다.

요컨  에서 다문화연구자 등이 지 한 들은 립원칙이 운용될 수 없다거나 

립원칙이 원론 으로 제도화되지 못한다는 것으로는 되지 못하는 것은 앞서의 완

주의자 등의 비 들에 한 답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독일 등 서구 각 국가

의 례법과 법해석학은 오랫동안 큰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여하여(특히 본 논문의 제2장과 제3장 참조) 그 결과로 립성에 한 발 이고 

안 인 이해를 계속 추구해 왔음은 술한 바와 같다. 다만, 이것 한 립원칙을 주

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실제의 세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논쟁과 담론을 통

해 계속 그 립원칙을 발 시켜 나가야하며 그들의 입장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주장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립성에 한 헌법  근거가 있을까? 살펴보

면, 우리 헌법은 정당의 해산조건에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해할 경우를 언 하고 있

으며, 기본권, 법 앞에의 평등, 행복권, 보장권, 사생활 보호권, 법 차의 원리, 사상

과 언론, 표 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에서 볼 때 자유주의  가치를 기본 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114) Ibid., p. 258.
115) Ibid.,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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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엇보다도  립성의 직 인 헌법  근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조항 이

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종교  립성으로 보자면 헌법 제11조의 평등조항  제

20조제1항의 종교의 자유 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제20조 

제2항의 국교 지  정교분리의 조항이 함께 근거로 존재한다고 하겠다.

(2) 네 가지 역

국가의 립성 원칙은 그 주장자들이 실제의 세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논쟁과 담론을 통해 계속 그 원칙을 발 시켜 나가야하며 그들의 입장에 부합하는 사

례들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다. 이러한 에 해 나는 이는 아래

의 네 가지 역을 구분하여 고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 네 역의 구분

은 Rawls의 정치  자유주의 등 작  술한 그리 월트의 구분 등 그 후속학자들

의 연구로부터 종합하여 본 것이다.

1) 네 가지 역의 분류와 고찰

철학  고찰을 시도하는 학자들의 논의의 요 은, 개인은 구나 좋음 혹은 좋은 

삶(good, good life)에 한 망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데, 다만 이에 따라서 공 으로 

강제  법(coercive law)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본다. 즉 좋음 혹은 좋

은 삶에 따른 행 자의 행   국가의 행 에 해서, 단계를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a. “내심의 단계”

좋음 혹은 좋은 삶에 한 을 행 자 자신이 그  보유하는 단계이다. 이에는 

문제될 소지가 없다. 개인은 구나 좋음 혹은 좋은 삶(good, good life)에 한 망

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 그 게 행 자 자신이 그러한 망을 그  보유하는 단계는 

공  이성에 하여 아무런 향이나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으로는 

이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로 보호되는 내심의 역이고, 기본권 제한이 가해질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b. “사회 역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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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는 행 자 자신이 사회속의 다른 행 자에게 단순히 표 하고 서로 소통하

는 단계이다. 한 행 자가 사회속의 다른 행 자에게 좋음 혹은 좋은 삶(good, good 

life)에 한 망을, 즉 포  교리에 기반한 망을 단순히 표 하고 소통하는 것은 

그것이 강요 이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 를 들어 한 사람이 사회에서 다른 이들에

게 종교  화를 시도하거나 선교를 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이 강요

이지 않는 한, 이러한 것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종교  행 의 자유로서 보호

되는 것이다(우리 헌법의 경우 제20조 제1항). 이러한 종교  행 의 자유는 신앙고백

의 자유, 종교  의식․집회의 자유, 종교  결사의 자유, 종교 의 자유, 종교교육

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모두 에서 말한 설명에 논리정합 으로 해당하게 

된다.

c. “(準)국가 역의 단계”

강제  법(coercive law)을 만드는 공  포럼에서, 행 자가 다른 행 자들에게 향

력을 주려고 발언 는 행 할 때가 이 단계이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최소한, 종교언어가 세속언어로, 종교  논거가 세속  논거로 

‘번역’되면 문제가 없다. 즉 포  교리에 의한 논거가 아닌 다른 세속  논거를 하

나라도 언 한다면, 종교  논거가 아닌 세속  논거를 하나라도 언 한다면 그 세속

 논거로 인해 발언 는 행 는 공  이성이라는 의미에서 유효한 검토 상이 될 

수 있다. 세속 논거와 종교 논거가 비 칭성을 가지는 이 비로소 문제가 되어 드러

나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된다.

우리 헌법 제20조에서, 앞서 보았듯 불명확하고 추상 인 서술이기는 하지만, “정치

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서술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헌법 등에서 “如何한 宗敎團體도 … 政治上의 權力을 行使하여서는 아

니된다.”(제20조 제1항 후문)라는 서술 한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準)국가 역의 단계라는 표 은 국가 역을 염두에 두고 그에 진입하려

는, 사회에서의 국가로 진출하는 간 이고 동 인 상태를 칭하는 것으로 본연구에

서는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국가 역에 하는 단계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정치’의 

의미에서 b, 즉 “국가에 하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 그리하여 앞서 본 정치의 

의미가 a와 b까지를 포함한다는 본 연구의 해석이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기에 보다 정

합 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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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국가내 단계”

이 단계는 만들어진 강제  법(coercive law)을 집행해야 하는 단계에서 이 공  집

행자를 정하는 단계, 즉 이 집행자가 좋은 삶(good life)의 가치를 보유하고 주장하고

자 하는 행 자(개인 는 단체)일 수 있는가 하는 단계이다. 일단은 이는 불허용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포  교리를 실 하려는 강한 유인을 가진 이를 집행자로 두

는 것은 그러한 포  교리에 따르지 않은 집행 방식을 택하기보다 그러한 포  

교리에 따른 방식의 집행 방법을 택하거나, 그러한 유권해석을 내릴 험이 크기 때

문이다. 역사 으로 볼 때도 이는 “교권주의”, “성직자정치” 시 의 폐해를 그 로 실

하게 할 험이 있다. 를 들어 목사, 신부이거나 주지승이라는 이유로 바로 사

나 고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업무를 하게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피되어야 하는 것

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직자가 공무원이 될 수 없게 하거나, 공무원이 되려면 일

정한 성직을 포기하거나 정지해야 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다. 우리 헌법 제20조의, 앞

서 보았듯 불명확하고 추상 인 서술이기는 하지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서

술이 실제로 강조하여 의미하는 것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될 수가 있다. 일본 헌

법 등에서 “如何한 宗敎團體도 … 政治上의 權力을 行使하여서는 아니된다.(제20조 제

1항 후문)”라는 서술 등등 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국가 역에 하는 단계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정치’의 의미에서 a, 즉 “국가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 그리하여 앞

서 본 정치의 의미가 a와 b까지를 포함한다는 본 연구의 해석이 이러한 이유에 근거

하기에 보다 정합 인 것이 된다.

2) 개입의 방향과 수범자의 문제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정교분리의 의미에 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상 으로 그 

불개입이 쉽게 인정되고 있는 국가가 종교단체에게 개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국가->

종교의 방향)에 한 것이기보다는 반  방향의 문제(종교->국가의 방향) 가 되기 때

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는 법에서는 규범의 수범자가 국가인 것이냐 는 국가 

이외에 종교단체나 종교  개인 등 사인도 수범자에 포함되느냐라는 문제가 된다. 

자(국가->종교의 방향)가 체로 종교의 자유도 근거로 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상 으로 풍부하고 세 하지만 그에 비해 후자(종교->국가의 방향)는 그간 

국내의 학계에서 완 히 분석 인 설명보다는 개 인 설명과 그에 따른 결론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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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었다(본고 제4장 참조). 다르게 표 한다면 범의 수범자가 국가인 것이냐 는 국가 

이외에 사인도 수범자에 포함되느냐라는 문제에서 그에 따라 견해가 각 학자들마다 

제시된 이후에는 그에 한 세 한 논의는 아직까지 발 하지 않았다고 고찰된다. 따

라서 이러한 설명들의 실제 규범  문제들에 있어서의 용가능성이나 문제해결능력

은 높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하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우리의 례 등에서 

그 논거와 논지가 단기 으로 반 된 사례가 많지 않은 실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결론 으로 술한 바 국가의 종교  립성 원리  그 구분을 발 시켰

던 서구 학계의 선행연구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앞서 말한 단계 인 기 을 용

하여, 그것을 일정한 규범 역에 한 응 계를 설정하면 그것은 정교문제와 련

하여 기본권 침해여부를 단하거나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헌

법  기 이 될 수 있으며, 실질  문제해결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본고의 제4

장 참고). 

그 다면 과연 이러한 들은 각 국가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각 국가의 문화 등에 따라 조 씩 변형되어 운 되고 있는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변형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지 않는 변형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국가의 립성의 

양면성과 각각 어떤 계를 맺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해서는 먼  앞서 본 

립성의 양면성  세속주의 형태와의 계에 한 더 나아간 고찰이 우선 으로 요구

된다.

제3  세속주의의 규범  의미와 립성

Ⅰ. 법  성격과 유형

1. 정교분리 내지 세속주의의 법  성격

이 에서는 먼  정교분리 내지 세속주의의 법  성격을 검토하면서 고찰을 시작

해보도록 한다. 정교분리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는 것과 종교

가 국가에 간섭하는 것을 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에 반되는 것은 헌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교분리를 명시 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종교의 자유에 정교분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116),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116) 이와 같은 견해는 컨 , 金箕範, 「韓國憲法」 (서울 : 敎文社, 1973) 191면 ; 허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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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서 종교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도 도출된다. 국민은 국가와 종교가 분리

된 것을 제로 하여 종교의 자유를 향유하기 때문에 정교분리원칙에 어 나는 국가 

는 종교단체의 행 에 하여 정교분리를 제로 하는 자유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종교단체, 개인이 정교분리원칙에 반하는 행 를 한 

것이 정교분리를 제로 하는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직  침해한 경우에는 정교분리

원칙의 반을 이유로 국가 는 종교단체 는 개인에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정교분리원칙은 制度保障이라거나 단순한 헌법상

의 원칙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117)가 있

다118).

2. 정교분리 내지 세속주의의 국가별 유형

정교분리의 내용과 정도는 각국의 역사  배경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데, 체로 보

면 결합으로부터 분리에의 방향으로 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정교 분리의 양태를 구미(歐美) 국가를 심으로 보면 다음의 몇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여 히 국교(國敎)제도를 유지하되 국교도 이외의 국민에 

해서 종교  용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경우로, 국, 스페인 등이 이에 

속한다. 2)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나 종교 단체에 해 공법인(公法人)으로서 국가와 

체로 등한 지 를 인정하고, 고유한 사항은 각각 독자 으로 처리하되, 경합  사

항은 콘코르다(konkordat)나 개신교회 계약(改新敎 契約)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로, 독

일이나 이탈리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 국가와 종교를 완  히 분리하는 경우로, 

국헌법론 (서울 : 博英社, 2013) 426-427면 ; 계희열, 「헌법학( )」 (서울 : 博英社, 2005) 

355면 등.
117) 金哲洙, 「憲法論槪論」 (서울 : 博英社, 2007) 935면 ; 권 성, 「憲法學原論」 ( 주 :  

法文社, 2008) 489면.
118) 鄭宗燮, 「憲法學原論」 (서울 : 博英社, 2013) 573면. 그리고 일본에서 이 문제는 야스쿠

니(靖國) 신사 등에 국고지원으로 참배행사를 하거나 內閣總理大臣 등의 공무원이 참배하

는 행 에 하여 세 을 낸 국민 가운데 이를 원인으로 피해나 고통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할 때에, 야스쿠니신사를 운 하면서 이의 국 화를 추진하는 ‘日本遺族 ’나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논의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나아

가 교육(학교), 교정(교도소) 등 국가의 공역무로 여겨지는 과제들을 종교단체가 담당하게 

된 경우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와 련해서는 소  고 강의석군 사건

의 례가 있다(이에 해서는 제4장을 참조). 이 례에서는 법원은 정교분리원칙의 

배를 선언하지는 않았고, 학교와 학생의 기본권의 충돌의 틀에 입각해 학교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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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랑스(1905년의 정교 분리법 제정 이후)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일본 등

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 당한다. 세 번째의 완  분리형을 취하는 경우

에도 그 구체  내용에 따라 미국과 같은 우호  분리형과 랑스와 같은 비우호  

분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는 철 한 비우호  분리형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구체 으로, 종교의 정치 개입 제한도 그 내용으로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문제는 별도로 후술한다.

3. 정교분리와 헌법에서의 세속주의

(1) 정교분리 련 용어와 용법

사실 우리에게 세속주의는 낯선 단어이지만 서구에서는 익숙하게 쓰이는 단어이다. 

왜냐하면 역사 으로 서구에서는 세의 정교일치상황과 그에 따른 수 많은 쟁을 

경험하 고 근 국가의 탄생과 함께 그러한 폐해를 극복해 나간 동 인 과정을 “세속

화”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부재한 우리는 

정 인 의미의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세속주의보다 훨씬 익숙하다. 이 두 단어는 사실 

국가와 종교의 규범체계라는 보다 보편 인 말로 표 할 수 있겠다. 여하간 이러한 

의미의 세속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믿음에 한 것들로부터 립 인 

입장에서 국가에 의한 종교  강요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종교에 해 국

가 인 특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사상을 의미한다. 즉, 인간 활동이나 정치 인 의

사결정이 종교에 의해 간섭받기보다는 객 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주

장이 세속주의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정교분리와 헌법에서의 세속주의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다. 따

라서 이 에서 정교분리와 헌법에서의 세속주의는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단, 철학이

나 문화학에서의 세속주의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한편, 종종  종교단체가 말하는 ‘세속주의’에 한 우려 혹은 지지 등 실제로는 

‘종교의’ 는 ‘사회의’ ‘세속화’ (secularization) 에 한 내용이고 세속주의와는 다른 

뜻으로 본다. 이러한 세속화는 종교인 내부에서도 지지와 반 로 나뉘는데, 세속화를 

지지 내지는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속화는 과학의 발달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소수 일 경우 종교  탄압이 없게 된다는 장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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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 한다.

(2) 서구에서의 어휘  용법

법  역에서 여러 번 발생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먼  언어와 의미와 련 기

에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일단 세속주의란, ‘세속 (secular)’, ‘세속화

(secularization)’, ‘ 립(neutrality)’과 ‘라이시떼(laïcité)’등과 같은 여타의 용어와 련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Rafael Palomino의 지 에 따르면, 이러한 용어의 의미가 완 히 명확하지는 않고, 

다만 그것은 학자들의 선호와 환경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공정할 것이라고 한다.119)

라틴 계열의 언어들에 있어서, ‘라이시떼’(‘laïcité’) ( 랑스어), ‘라이시다

드’(‘laicidad’)(스페인어), ‘라이시따’(‘laicitâ’)(이탈리아어)는 국가와 종교 사이의 어떤 

종류의 분리separation(그러나 반드시 격리isolation가 되지는 않는 것)에 한 기본 념

을 하고 있다. 

정치  념  법  념에서는, ‘라이시떼’(‘laïcité’)가 엄격한 분리에 한 가장 

강력하고 강조 인 주장을 상기하게 한다. 

앵 로-색슨 계열 언어들에 있어서는 ‘종교  이데올로기  립성’(‘religious and 

ideological neutrality’)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의도된 분리에 더 합한 것으로 보인다. 

립성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용어들 (“라이시떼(laïcité)”, “ 립성(neutrality)”  “분리(separation)”)은 

정치  역  법  역에서 소  “수축 과정(deflationary process)”을 겪었는데, 우

리가 어떤 종류의 분리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호되는 것이 되는지를 법 으로 이해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었다.120)

그러나 까다롭다고 해서 그 이해를 그  미 둘 수는 없었다. 정교 계에 해 사

법기 에서, 그리고 입법기   행정기 에서 실제의 사례들에 한 규범  유권해

석이나 결론을 요구하는 요청이 각국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최

119) Rafael Palomino, “Legal Dimensions of Secularism: Challenges and Problems” (October 3, 20

10). in 17th Annual International Law and Religion Symposium, Brigham Young University, Pr

ovo, Utah, October 3-5, 2010, p. 3. (http://ssrn.com/abstract=1766465 최종 속 : 2013. 12. 10

.).
120) Ibid.,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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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들어서는 특히 여러 서구 학자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라이시떼(laïcité)”, “ 립성

(neutrality)”  “분리(separation)”라는 개념에 해서, 그리고 법 인 의미로서의, 다시 

말해서 정교 계의 이념이자 법체계로서의 “세속주의(Secularism)”에 한 탐구가 이어

지고 있다. 이에 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3) 정교 계의 이념이자 법체계로서의 ‘헌법에서의 세속주의’

세속주의(Secularism)에 논하는 것이 왜 요한가. 그것은 정교 계(Church-State 

relations)의 이념과 법체계의 형태(ideology and legal framework)를 결정짓기 때문이

다.121) 이러한 의미에서의 세속주의는 철학 인 의미에서의 세속주의가 아닌 헌법에

서의 세속주의를 의미한다. 

Zucca에 따르면, 철학 인 의미에서의 세속주의는 보통 “종교와 국가의 계에 

한 일련의 규범  주장을 보유하는 정치 로젝트[를 의미한다] 그리고 세속주의와 

세속화는 지난 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경우와 같이 병행해 가곤 하 다”122) 이

러한 첫 번째의 의미에 따를 때, 세속주의는 특정한 법  체제(specific legal regime)라

기보다는, 계몽시 에 이미 부분 으로 기원을 두고 있는 근 의 한 세계 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법  체제로서의 세속주의를 논하게 되므로 이보다는 더 규범 인 

의미로서의 세속주의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와 같은 철학 인 의미에서

의 세속주의의 정의  내용의 구체  측면에 해 논의가 분분하고 확정하기 어려운 

반면, 헌법에서의 세속주의란 상 으로 그 정의와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일단 각국의 헌법 이라는 명문의 텍스트들이 존재하며, 례와 이

론 등 실례를 통해 논의된 바 한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근  이후 입헌민주주의국가에서 요구되는 규범  의미에서의, 헌법  의미에서의 

세속주의(다르게 표 하면 정교분리 여부와 그 강도)가 시되는 본질  이유는 역사

으로 볼 때는 종교  비종교  집단 내지 종교  비종교  개인들을 동등하게 하

여 정치 공동체의 내  평화를 추구하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21) Ibid., p. 3.
122)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 political project with a set of normative claims as to the relation

ship between religion and the state. Secularism and secularization may go hand in hand as it 

was the case in Europe until the end of last century,” Lorenzo Zucca, The Crisis of the Secula

r State: A Reply to Professor Sajó (2009. 2. 14.). I.CON, 2009, p. 4. (http://ssrn.com/abstract=1

343099 최종 속 :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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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질  이유  하나로서 이론 으로 고찰해 볼 때에는 바로 Rawls가 발

시킨 개념인 공  이성(public reason)의 작동을 정치  공동체 내에서 보장하기 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의 에서 본 바와 같이 근  입헌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군주의 개인  명령이 아

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그 의사결정의 기반이자 요체로 하고 있고, 따라서 이

러한 정치  공동체에서는 첩  합의가 시민의 공통된 이성에 기 하여 정당화되어

야 한다는 , 그리하여 합당한 시민이라면 구나 합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는 

‘시민성’이 제되어야 한다. 이 시민성은 결코 ‘信徒性’에 압도되거나 침훼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 게 된다면 그것은 공  이성의 작동을 해하고, 불능화시켜 헌정

국가 자체의 작동을 해, 불능화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 으로 헌정

국가에서의 정교분리란 바로 이런 시민성의 침훼를 방지하기 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규범  의미에서의, 헌법  의미에서의 세속주의란 의제 등

과 함께 근  입헌민주주의국가의 핵심 요소로서의 상을 차지한다 할 수 있다.

Ⅱ. 헌법에서의 세속주의의 이론  요소

1. 세속주의의 요소에 한 기존의 견해들

정교 계의 이념과 법체계의 형태를 결정짓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세속주의는 철학

인 의미에서의 세속주의가 아닌 헌법에서의 세속주의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

한 헌법에서의 세속주의의 의미  그 이론  요소에 해서 탐구한 이로는 먼  스

페인 최고 국립 학으로 꼽히는 마드리드 콤 루텐세 학 법학과의 Rafael Palomino 

교수가 있다. 그는 세속주의의 일반  의미를 첫 번째로 이야기한 뒤, 정치  법  실

제로서의 세속주의에 해 지 하 다. 즉 많은 나라에서 정치 , 법  실례들을 다루

고 있는 의미의 세속주의가 있는데, 이는 법의 지배에 의해 규율되는 민주주의 국가

에서, 헌법 수 이라 하든 는 최고법 수 이라 하든 간에, 종교 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제도화된 신념, 종교, 이데올로기 등과 국가 사이의 분리를 선언하는 것이

다.123)  

이 실제 인 세속주의는 랑스에서는 오래된 개념인 ‘ 투  세속주의’, 이탈리

아124), 스페인125) 과 같은 ‘ 극 인(positive) 세속주의’ 는 퀘벡126)에서의 ‘열린

123) Palomino(註 119),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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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세속주의’ 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 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

한 세속의 두 번째 의미에 따를 때, 세속주의를 법체제에 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안들이 있다고 히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비세속 인 단체(body)는 세속  인 권력

을 행사 하지 못하며, 심지어 주권자의 결단으로도(not even by the grace of the 

sovereign) 그 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반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세

속 인 기 은 비세속 인 단체에 해서도 교회로서의(ecclesiastical)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교회의 자율성 는 비간섭의 원리)는 것이다.127)

인도 델리 학교의 정치학과의 Tyagi 교수는 인도에서의 세속주의와 세속국가가 의

미하는 바를 살펴보기 해 먼  서구 세속주의의 개념을 설명한다. 서구의 세속주의

의 개념은 간단히 말하면 국가와 교회가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다. 세속국가는 종교문제에 거리를 두어야 하고 종교는 사  활동 역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주어지기는 하나 그 자

유권은 국가법의 범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 으로 그는 a. 

국가종교의 부재, b. 국가가 모든 종교에 해 등거리를 유지하는 태도, c. 종교를 사

 활동 역으로 분류, d. 국가법 범  안에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 허용, e. 종교를 차

별하지도 간섭하지도 않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요소를 해 국가가 자체교회를 세우

는 것, 국가가 개별 종교법을 간섭하는 것, 국가의 교회행사 참석, 국가의 종교세 징

수, 국가의 종교  목 을 한 기 모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한다.128) 

헌법에서의 세속주의라는 의미에서의 “헌정  세속주의(constitutional secularism)” 개

념을 주창하는 표  학자로서는 András Sajó를 꼽을 수 있다. 헝가리 Central 

124) Giuseppe Casuscelli, “La <<supremazia>> del principio di laicitâ nei percorsi giurisprudenzial

i: il giudice ordinario,” Stato, Chiese e pluralismo confessionale (2009.3.16.) 

  (온라인자료: http://www.statoechiese.it/images/stories/2009.3/casuscelli_3supremaziam.pdf 최종

속 : 2013.12.27.).
125) Isidoro Martín, “El modelo actual de relación entre el Estado y el factor religioso en Españ

a,” in Juan Ferreiro Galguera(ed.), Jornadas Jurídicas sobre Libertad Religiosa en España (Ma

drid : Ministerio de Justicia, 2008) p. 61 ; Palomino(註 119), p. 5에서 재인용.
126) Consultation Commission on Accommodation Practices Related to Cultural Differences (CCAP

RCD), “Bulding the Future: A Time for Reconciliation” (2008) p. 20. (온라인자료: http://www.

accommodements.qc.ca/documentation/rapports/rapport-final-integral-en.pdf 최종 속 : 2013.12.27.) 
127) Palomino(註 119), pp. 4-5.
128) R. Tyagi, “Secularism in Multi-Religious Indian Society,” (New Delhi : Deep & Deep 2001) 

pp. 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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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versity 학 법학 교수 고  유럽인권재 소 재 인 그는 국교부인, 

형평(Equality), 종교의 자유, 습의 고려라는 세 가지를 들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황

우여에 따르면 국가교회 계법의 기본원리로 분권주의, 립원칙, 동 론, 분리론을 

꼽고 있다. 

이를 종합 으로 평가한 후 가감하여 세속주의의 요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129) 

2. 세속주의의 여섯 가지 요소

술한 모든 논의 에서 독일의 통상  논의가 가장 간단명료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고 생각된다. 즉 보통 국가교회 계법의 기본원리로 꼽히는 세속성, 립성, 평등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은 간단명료한 구분법이라 보이며, 이를 세속주의의 요하고 기

본 인 세 요소라 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논하고 있는 헌법  의미의 

세속주의를 이론 으로 더 깊이 악해보려면 그 요소들을 좀 더 추출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헌법  의미의 세속주의의 내용 내지 요소에 한 술한 모든 논

의를 종합 으로 평가한 후 가감하여 정리해볼 때, 그것은 본질 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요소임을 밝히고자 한다. 

 

(1) 국교부인

국교부인(국교의 부재, 국교의 지도 같은 의미다)을 명문으로 밝히는 것이 일반

이다. 미국 수정헌법의 국교부인조항, 바이마르헌법 제 137조 제1항  독일기본법 제

140조의 “국가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 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 단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라는 규정이 그 표  이다. “○○국은 세속국가다”라

고 규정하는 경우도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한민

국과 같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추가로 규정한 경우 단지 이러한 국교부인

을 강조한 의미인지, 아니면 그 외에 별도의 의미를 가지는 지가 문제된다(제4장에서 

논의함). 

한편, 이러한 조항이 없고 국교가 채택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나

129) András Sajó, “Constitutionalism and Secularism: The Need for Public Reason,” Cardozo L. R

ev., Vol. 30 (2008) pp. 2403-2404, 2411.  Tyagi, op. cit., Ch.1. 등 참조.



- 73 -

라들 에서도 그것이 역사 , 상징 인 의미를 가질 뿐 의 시 에서 볼 때 내용

으로는 국교가 부재한 나라와 유사한 실행을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도 한다(

국, 덴마크 등). 그러한 나라들 한 세속주의 채택 국가 내지 세속국가(secular state)

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엄 한 의미를 고수한다면 그들도 세속주의 분류에서

는 포함시키기가 어렵다고 보는 일부의 의견도 있다.

(2) 립성 

세속화의 당연한 귀결이다. 국가입장에서는 평등 우원칙, 사인에서는 평등권과 직

 련을 가지게 된다. 후자의 경우 다종교간 는 종교와 일반 단체 간 계에서 

볼 때 평등권이 문제된다. 그래서 실 인 면에서는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평등권의 

실 으로 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론 으로 엄 히 보았을 때는 립성과 

평등권은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다. 평등권은 립성에 조정과 변경을

(Moderation und Modification) 가하기 때문이다.130)

종교의 자유나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부터 공통 으로 요청되는 것은 국가가 오직 

세속  목 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한 그러한 목 을 종교 으로 립 인 방

식에 의해 성취해야 한다는 이다. Kurland는 립성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하고 있다. 

“자유 조항과 분리 조항은 단일한 가르침, 즉 국가는 종교를 작 (作爲, action)나 부

작 (不作爲, inaction) 의 기 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특 을 주는 것이든 는 부담을 과하는 것이든, ‘종교를 분류의 기 으로 

삼는 것 (classification in terms of religion)’을 이들 조항은 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단 기 은 법원에 제기된 문제들에 한 해결의 출발 을 제공해 주는 

것이며, 문제에 한 기계 인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131)

사실 독일, 미국, 랑스의 학계의 담론  사법기 의 결정에서, 그리고 입법기

의 입법논의에서도 립성 용어는 시간이 갈수록 빈번히 그리고 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본 연구 제3장 참조).

130) Stefan Mückl, Grundlagen des Staatskirchenrechts, in: Josef Isensee/Paul Kirchhof(hg.), Handb

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nd VII, 3. Aufl. 2009., op. cit., S. 146

5.
131) Philip B. Kurland, Religion and the law : of church and state and the. Supreme Court (New 

Brunswick : Aldine Transaction, 2009), 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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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 , 증립성의 문제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립 으로 국민들을 우하지 아니하고 특정 종 (혹은 정 )에 형사

, 행정 , 과세  제재로 불이익을 주거나 는 반 로 이익을 주는가? (즉, 국가-국

민의 계. 기본권 으로 볼 때는 일반 국민의 방어권  측면)

둘째, 국가는 종교  립성을 침해하는 사인의 행 를 막음으로써 최소한의 보호

를 하고 있는가? (즉, 사인의 사인에 한 기본권침해문제. 기본권의 사인  효력의 

문제가 련된다. 를 들어 채 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에 해 학생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음.)

셋째, 국가가 립 으로 국민을 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 국가의 사무에 종사

하는 사람들의 정치  자유와 종교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는가? (이 은 ‘공무원

의 립성’이냐 ‘국가의 립성’이냐라는 보다 일반 인 논 과 궤 을 같이 한다. 즉 

헌법에서 명령하는 립성은 어떤 주체를 염두에 두는가에 한 의미 문제이다. 공무

원으로서의 교사, 일반 공무원 등 특수한 신분을 지닌 국민의 자유권  기본권과 그 

한계가 논해지게 된다.)

이러한 립성은 매우 정교한 단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심사에서는 

(특히 사법심사) 다음과 같은 오류를 지르기 쉽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오류의 험 

 몇 가지를 지 해 두기로 한다.

① 법률해석의 원칙에서 오류가 생기면서 ‘종교’ 는 ‘종교활동’이라는 법  개념

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즉 그 포섭 범 를 자의 으로 확정하기 쉽다. 그리하여 헌법

에서 정하고 있는 “ 립성” 혹은 립성의 의무(특수신분의 사인)를 넘어서, 립성이 

용되어야 될 사항을 용이 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단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반 로 립 이 용되지 않아야 할 사항을 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

컨 , 용되지 않아야 할 범 의 의무까지 특수신분의 사인에게 부과하게 되는 등)

하게 될 수도 있다. 유사한 를 들자면 정치  립성의 경우는 헌법 제7조 제2항에

서 “공무원의 …… 정치  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포섭의 범 가 어디까지인지가 국내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참고로 독일의 학계와 례에서는 1960년 와 1970년 에 공무원의 정치  립성

의 포섭범 에 한 논의가 있었으나 그 후 결론이 내려지기를, 공무원은 국가기 으

로서 기능할 때는 립 으로 행 해야 할 의무( 립성의무 Neutralitätsgebot132))가 

132) 독일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1문(§ 33 Abs. 1 Satz 1 BeamtS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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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는 것이고, 그 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은 시민으로서,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다만 국가기 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시민으로서 행

할 때라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행 를 하고자 하는 것을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게 

될 험에 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정치  립성의 ‘보장’을 받을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기 과 같은 립성의 의무는 아니더라도 제를 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제의무 Mäßigungsgebot133)).134)

② 헌법  요청으로서의 ‘ 립성’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합헌 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종교 ) 립성이 요청하는 좁은 범  이외의 행동은 

권리로서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게 될 수 있다. 

③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립성의 원칙과 평등권(평등 우)는 동 의 양면과 같은 

계에 있다는 을 놓칠 수 있다. 이는 사인의 기본권 침해 유형의 사안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단순히 사인과 사인의 기본권 충돌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국

가의 종교  립성 원칙이라는 논 을 경시하거나 축소해석하면서 한 당사자의 기본

권만을 우선시하여 사안을 해결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럴 경우는 앞서 말한 사법 역

과 입법, 행정 등 정치 역에서의 립성이 서로 다르게 발 해나가는 원인이 된다. 

컨  고와 그 학생 사이에 발생한 소송에서의 법원의 단이 그러한 양상

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학생의 손해배상권을 인정하여 결론에서는 옳

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사인과 사인의 기본권 충돌 등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치 하면서, 실제 문제상황의 가장 시 의 원인을 제공한 종교학교에 

한 강제배정에 해서는 깊은 논리  검토를 하지 않고 헌법 제20조 제2항 후문의 

정교분리원칙에 반되지 않았다고 결론 으로 단한 에서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뒤의 제4장 참조). 

③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기본권의 역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그 개인이 아

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외부  선호”를 자의 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그 로 투 하

여,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어 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실 되도록 하려는 목표

를 의식 , 무의식 으로 제하는 오류를 지를 수 있다.

(3) 사  역으로서의 종교

133) 독일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항(§ 33 Abs. 2 BeamtStG).
134) Josef Franz Lindner, “Parteipolitische Tätigkeit als Dienstaufgabe des Beamten?,” (ZBR Heft 1

0/2010) S. 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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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일단 사  역으로서 보장받게 된다. 이는 세속주의(정교분리)의 한 요소인 

동시에, 헌법해석상 자기결정권(독일, 한국 등) 조항으로 첩 으로 보장받게 됨이 

일반 이다. 교회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조항도 공권력으로서의 국가기 의 지배를 배

제할 수 있음을 보장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  역으로서의 종교의 보장과 련되게 

된다. 

(4) 양심, 종교의 자유 인정

이는 세속주의(정교분리)의 한 요소인 동시에, 헌법상 명시된 양심, 종교의 자유 조

항으로 보장받게 됨이 일반 이다. 양심, 종교의 자유는 사실 세속주의의 기본 제이

고 목표이기도 하다. 그 기 때문에 세속주의는 종교의 자유, 평등권이라는 단 두 가

지의 명시  헌법 규범만으로도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논리 으로 그러할 뿐 아

니라, 실례로도 만 등 외국의 헌법해석례가 이 을 뒷받침한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와의 상호 계에 한 기존의 논의를 한번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이 둘은 서로 목 과 수단의 계에 있다는 견해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목 이라면 정교 분리는 이를 한 수단에 해당한다. 정교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교의 자유가 구체 으로 보장될 수 없고, 정교분리가 철 할수록 종교의 자

유는 더 강하게 보장될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종교의 자유는 기본  

인권의 범주에 속하는 반면, 정교 분리는 인권 자체는 아니며 이를 보장하기 한 통

치 조직상의 원리, 즉 이른바 제도 보장(制度保障)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135)

그러나 정교분리를 단순히 제도보장으로 보는 견해는 안일한 태도라는 지 이 있

다.(일본의 長谷部恭男)136) 제도보장론은 기본권의 법률유보가 존재하여 그 기본권의 

보호가 불충분했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해석할 때의 난 을 극복하기 해 칼슈

미트 등의 학자가 주장했던 이론인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본권의 개별  법률유보

가 없는  일본의 헌법이나 재 한민국의 헌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논리는 불충분하고 안일한 것이다. 오히려 정교분리를 기본권의 객  가치질서로 

보는 독일의 일부 견해가 더 논리 인 정합성이 있다고 단된다.

한편 정교분리의 법  성격이 와 같이 제도보장인지 객  가치질서인지 여부와

135) 양건(註 3), 354면 ; 김철수, 앞의 책, 265면 등.
136) 長谷部恭男,「憲法」, 第5版 （東京 : 新世社、2011） 15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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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도로  하나의 요한 사실은 때때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서로 

충돌하면서 립  계에 서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이다. 이때 종교의 자유를 시

하여 종교  행 에 한 법  규제로부터의 면제를 리 인정하다면 종교에 한 지

원의 결과를 가져오기 쉬우며, 반면 종교에 한 지원의 결과를 회피하는 데 역 을 

두다 보면 종교  행 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양

자의 충돌을 피하고 조화시키기 한 지도원리로서 제시되는 것이 ‘ 립성’(neutrality)

의 개념이다. 종교의 자유나 정교분리의 원칙으로부터 공통 으로 요청되는 것은 국

가가 오직 세속  목 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한 그러한 목 을 종교 으로 

립 인 방식에 의해 성취해야 한다는 이다. 다만 이 립성의 개념에 해서는 제3

장에서 미국, 랑스, 독일의 학계와 사법부의 논의  결정들을 바탕으로 한번 더 자

세히 다루도록 한다.

요컨  양심, 종교의 자유는 세속주의의 목 이며, 사실 세속주의의 기본 제라고

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심, 종교의 자유의 보장 여부는 헌법에서의 세속

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5) 간섭 자제

이는 세속주의(정교분리)의 한 요소인 동시에, 세번째 요소와 함께 헌법해석상 자기

결정권( 를 들어 독일기본법과 한민국헌법에서도 명문과 해석으로 인정됨)으로 

첩 으로 보장받게 된다. 국가에서 종교의 방향으로도 간섭이 자제되며, 종교에서 국

가의 방향으로도 간섭이 자제된다. 교회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조항이나, 국가의 성직

임명의 지, 교회 성직자의 공직취임권 일부 는 부 제한 하는 조항 등이 이와 

련되게 된다. 

비세속 인 단체(body)는 세속 인 권력을 행사 하지 못하며, 심지어 주권자의 결단

으로도 그 게 할 수 없다. 그 반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세속 인 기 은 비세속

인 단체에 해서도 교회로서의(ecclesiastical)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교회의 

자율성 는 비간섭의 원리).137)

(6) 추가  요소 : 문화 ( 습, Convention)와 종교의 구분 문제

137) Palomino(註 119),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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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란,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일정한 행 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반복됨에 따라 사회  행  기 으로 인정된 행동 양식을 말한다. 이는 습들이 법

 확신을 획득하면, 법 규범화를 하여 ‘ 습법’으로 인정받기도 하며, 민법과 상법에

서는 명문으로 법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헌법상으로는 제도보장으로 인식되고 보

장되기도 한다. 오래 부터 내려오는 생활질서로서, 공서양속(사회의 일반  도덕  

기타 사회공공질서)에 속한다. 주로 자연 으로 생성되며 무의식 으로 발생하는 사

회생활의 칙이다. ‘ 통’을 근간으로 한다. 짐멜이 말하기를, ‘ 습은 법과 도덕의 

형태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출반시키는 미분화 상태’라고 하 다. 를 들어 자선(

습)은 자비나 사랑(종교 교리)으로도, 빈민구제법(법제도)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만약, 습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회  비난과 강

제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습이 반복되고 법 인 성격을 띄게 되면 ‘ 습법’으로 

존 되며 실정법을 보충한다. 습과 법의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1980년  

가정의례에 한 법률 등이 표 인 로 꼽힌다.

국가의 종교  립성 원칙이 습과 련되는 문제는 종교와 습의 구분에서 먼

 출발한다. 한 생활양식이 종교  의미와 습  의미를 동시에 가질 때 문제된다. 

표 으로 휴일의 지정, 법정에서의 선서, 역사 인 교회나 의 보수공사에서 국가 

지원의 문제 등이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습이 하나의 문화로 

인정되면, 소  문화국가원리가 련되고, 이러한 문화국가원리가 헌법  원리임을 인

정한다면, 이 문제는 곧 국가의 종교  립성과 문화국가원리와의 조화로운 해석의 

문제로 비화되게 되는 것이다.

세속주의 이론  요소 자체에 ‘ 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것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게다가 이러한 구분은 

종종 난해하다. 가장 이론  세속주의에 가까운 실행을 하는 랑스조차도 종교  요

소와 습( 통)  요소가 첩되는 부분에서 일부 습( 통, 문화)으로 그것을 인정

하여 그것의 국가  지원과 보호를 정당화한다는 에서 볼 때 이는 이론  요소 자

체에 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138) 이러한 에 있어 립성 개념은 역시 

요한 기 이 된다. 다만 이 다 할지라도 이 둘의 세부  경계획정이나 그 기 마

련은 쉽지 않은데, 이는 다수의 사례의 축   검토와 별도의 심도깊은 연구를 요한

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국공립학교 등에서의 상징물의 게시와 련된 독일 미국 등

138) 같은 입장으로는, Sajó(註 129), p.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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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례를 분석할 때 이 논 을 좀 더 세부 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3. 국가행 의 기 으로서의 세속주의의 요소

국가와 종교의 계를 규범 으로 서술할 때 쓰이는 표 으로서의 세속주의는 앞서 

본 바 로 정교분리  국가의 종교  립성과 그 의미상 거의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서로 한 련이 있다. 그리고 세속주의, 정교 분리  국가의 종교  

립성(이하 세속주의 등)은 결국 국가가 종교 으로 립 으로 행 할 것으로 요구

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행 는 당연히 입법행 , 행정행 , 사법행 를 포함한다. 따라

서 이 세 가지가 국가와 종교의 계에 있어서 국가행 의 원칙이자 기 이 된다는 

말은 곧 이들이 입법기 에는 입법행   유권해석의 기 이 되고, 행정기 에는 행

정 행   유권해석의 기 이 되고 사법기 에서는 입법행   유권해석의 기 이 

되기에, 결국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사법심사의 기 이 된다. 사법기 은 각 법원과 

헌법재 소를 포함한다. 

한 의 국가와 종교의 계에 한 규범 인 서술로서의 세속주의 등은 단지 국

교부인조항이나 정교분리조항만이 아니라 종교(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조항  평

등조항에도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조항들과의 계 속에서 해석된다는 은 앞에서 보

았다. 이는 국가행 를 할 때 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를 들어 사법기 의 하나인 

헌법재 소의 를 들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헌법률심 을 로 들어보면, 

헌법률심 의 기 이 되는 헌법은 원칙 으로 형식  의미의 헌법을 의미하는데, 

헌법률심 에서 헌법재 소는 에 언 된 모든 조항에 해 검토할 수가 있게 된다. 

다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약간 양상이 다른데, ‘기본권 침해의 직 성’과 

‘자기 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단 기본권을 상으로 검토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게 되면 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작용을 

헌임을 확인하는 것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므로 이러한 기본권을 주장할 때에는 

정교분리조항보다는 일단 기본권들이 우선 침해되었다고 우선 주장되어야 하고, 정교

분리조항은 이때 함께 심사에서 고려된다고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세속주의 등은 기본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에서 본 각 요소 한 논리 으로 련 기본권과 연결된다. 요컨  다른 말로 한다면 

세속주의, 정교 분리  국가의 종교  립성이 사법심사에서 문제될 경우 실제로는 

의 조항  기본권조항들이 함께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련되는 기본권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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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주의의 요소에서 표기를 해 둔 바와 같다. 간섭 자제라는 요소에 있어서 ‘자기결

정권’이 그 다.

사법기 의 행 의 경우에 이어, 입법기 의 입법행 와 행정기 의 행정행 에 

해 살펴보면, 립성은 와 같은 행   유권해석의 기 이 되기도 하지만, 한 

그에 의거해서 그 기 들이 스스로 하 의 지침을 만들 수도 있다. 를 들어 행정

기 의 경우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훈령이나 행정규칙의 형태로 종교차별 지와 정

교분리원칙을 구체화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표 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세속주의의 要素  그 모델론과 립성의 양면성을 함께 고려

하여 체계론 으로 구명한 바는 다음과 같은 표로 압축 구성해 제시해 볼 수 있다.

세속주의의 두 모델과 그 요소(element)139)

경성 세속주의
(예 : 프랑스)

연성 세속주의
(예: 독일)

(1) 국 부인
(2) 립  (배 )
(3) 사  역 로  종
(4) 양심, 종  자  인
(5) 간  자
(6) 추가  요소 : 문  ( 습,
    Convention)  구분

(1) 국 부인
(2) 립  (포함 , 평등조항과 련)
(3) 사  역 로  종
(4) 양심, 종  자  인
(5) 간  자 / 력 추구
(6) 추가  요소 : 문  ( 습,
     Convention)  구분

소위“분리”모델 소위“협력”모델

항상 배제적 중립성? 항상 포함적 중립성?

논  : * 1국가 내에서도 양 립성이 사안에 따라 선택 으로 활용가능한지 여부  
그 선택의 기 이 무엇인지가 문제됨

       * 각 세속주의 모델에서의 배제  립성과 포함  립성의 속성은 주로 2, 5
에서 드러나고 있음.

    [표 2] 세속주의의 두 모델과 그 要素 및 립성의 양 성

Ⅲ. 세속주의의 역별 용과 그 기

139) Sajó, op. cit., pp. 2403-2404, 2411  R. Tyagi(註 128) 등을 종합함. 이러한 세속주의의 

모델론  그 요소들에 한 논의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본 의 Ⅱ. 1. 세속주의의 요

소에 한 기존의 견해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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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 의 침투 여부  정치  표 , 종교  표   
1. 일반(신도)
2. 종교인
3. 종교단체

2. 지  겸임의 문제  종교인( 표자)의 공무담임  
정치인의 종교단체 간부겸임

1. 일반(신도)
2. 종교인
3. 종교단체

3. 종교와 정당 
 정당의 설립, 유지, 확장에 한 

향과 권한 여부

1. 일반(신도)
2. 종교인
3. 종교단체

4. 종교와 공  과제
 교육, 의료, 구빈, 문화(재)유지, 

軍宗인력 등

1. 일반(신도)
2. 종교인
3. 종교단체

5. 재정의 형성과 사용  
1. 일반(신도)
2. 종교인
3. 종교단체

a. “내심의 단계” - 행 자 자신이 포  교리 는 정치  념을 
내심으로만 보유하는 단계

1. 행동 역 기

정교분리(세속주의)라는 헌법  원리가 각 국가에서 어떻게 세부 으로 용되어 

있는지 살펴보려면 부문별로 고찰한 뒤 체  평가를 내려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그 법  실 고찰의 분류법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제안해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동 역을 기 으로 한 5 을 기 으로 한 3

주체로 나 어보는 것이다. 5 역이란, ①표 의 침투 여부 즉 정치  표 , 종교  

표  등의 문제 ② 종교인( 표자)의 공무담임  정치인의 종교단체 간부겸임 ③ 종

교와 정당 ④ 종교와 공  과제 : 교육, 의료, 구빈, 문화재유지, 軍宗인력 등 ⑤ 재정

의 형성과 사용을 말하고, (3) 3주체란 ① 일반인  일반신도 ② 종교인(clergyman) 

③ 종교단체라는 세 가지를 말한다.  

[표 3] 5 역과 3주체의 분류

 2. 종합  기

한편 다른 방식의 분류도 가능하다. 앞에서 본 4 역의 구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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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회 역의 단계” - 행 자 자신이 사회속의 다른 행 자에게 단순히 표 하고 
서로 소통하는 단계 

c. “(準)국가 역의 단계”
- 강제  법(coercivelaw)을 만드는 공  포럼에서 행 자가 

다른 행 자들에게 향력을 주려고 발언 는 행 할 
때의 단계

d. “국가내 단계”

- 만들어진 강제  법(coercive law)을 집행해야 하는 
단계에서 이 공  집행자를 정하는 단계 즉 이 집행자가 
goodlife 가치를 보유한 행 자(개인 는 단체)일 수 
있는가 하는 단계

a. “내심의 단계” 내심의 견해
1. 일반(신도)
2. 종교인
3. 종교단체

b. “사회 역의 단계”
교육, 의료, 구빈, 문화(재)유지 등에

서의 자발  활동들
사회에서의정치  표 , 종교  표

1. 일반(신도)
2. 종교인
3. 종교단체

c. “(準)국가 역의 단계”

 정당의 설립, 유지, 확장에 한 
향과 권한 여부

국가 역에서의 정치  표 , 종교
 표

1. 일반(신도)
2. 종교인
3. 종교단체

d. “국가내 단계”
 종교인( 표자)의 공무담임  정치

인의 종교단체 간부겸임, 軍宗인력 등

1. 일반(신도)
2. 종교인
3. 종교단체

[표 4] 4 역과 그 내용

이러한 방식의 장 은 국가와 종교의 계를 고려할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차별

지로서의 립성과 공유된 논거(공  이성)로서의 립성의 문제를 고려해 해당 역

이나 사례가 실제로 어떻게 해결된 지 그 일응의 기 을 분류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를 모두 종합한 구분법(새로운 형태의 4 역 구분법)을 따

르도록 한다. 이에 따라 생각해보면 분류는 다음의 표와 같이 될 수 있다. 

[표 5] 4 역과 3주체의 분류

 고찰의 순서로는, 분류된 역을 우선 으로 분류하고 각각을 세 가지 수 (level)

의 주체로 나 어 고찰해 보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의 표는 이러한 에 따라 

역을 좌측에 두고 주체를 우측에 두는 방식으로 표 되었다. 

정교분리(세속주의)라는 헌법  원리가 각 국가에서 어떻게 세부 으로 용되어 

있는지 살펴보려면 와 같이 부문별로 고찰한 뒤 체  평가를 내려보아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까지 본래 서구국가에서 발 되어온 정교 계의 규범으로서 

국가의 종교  립성의 세부  의미를 고찰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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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한 견해들의 차이는 각 국가에서 공통 으로 드러나고 있는 보편성도 있고 상

이하게 드러나고 있는 특수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찰에 한 상은 제1장에서 

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독일, 랑스, 미국의 세 나라를 삼는다. 

이하에서는 국가의 종교  립성 내지 규범  의미의 세속주의를 헌법 명문에서 

근거를 짓는 조항  하나인 국교부인조항의 보편  의미를 비교법  연구방법으로 

밝 보고자 한다. 종교의 자유와 평등조항만으로도 국가의 종교  립성 내지 규범

 의미의 세속주의를 도출하는 데 이론 으로 무리가 없겠지만, 이러한 국교부인조

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의 종교  립성 내지 규범  의미의 세속주의를 더

욱 명시 으로 제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더하여 부분의 서구 선진국은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4  국교부인의 의미와 립성

국교부인( 는 국교의 부재, 국교의 지)는 앞서본 바와 같이 세속주의의 요소  

첫 번째의 것이다. 독일, 랑스, 미국, 일본 등 의 부분의 입헌국가들은 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에 따라 국교부인의 보편  의미를 이하

에서 비교법  연구로 밝히려면 각 국가의 해당 헌법규정  이론  설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곘다.

I. 독일의 국교부인과 립성

‘독일  형태’의 국교부인의 의미와 립성과의 계를 알기 하여, 먼  우리는 

정교 계에 한 독일의 반 인 법  상황에 해 간단히 알 필요가 있다. 독일 

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역사  사회  이유로 정교문제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특

수성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이다. 체 으로 보아, 독일은 국교지정과 엄격한 정교분

리 사이에서 간자  입장을 취한다. 기본법은 정교분리를 규정하지만 동시에 국가

와 종교 간의 력을 헌법 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여론에 있어서도 최근

까지의 여론 조사 결과들을 보면, 독일 국민들은 종교와 교회가 력하는 것에 다수

가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0)

140) 근래의 여론조사에서도 85%가 기독교 신앙 교육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해서는 

이철용(註 22) , 4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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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法源으로서의 헌법과 그 원리

(1) 法源으로서의 헌법

독일 기본법은 독일이 국교를 인정하지 않지만141), 문에서 ‘신에 한 책임’을 명

시함으로써 독일이 기독교  세계 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도 기독교와 

특별한 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은 일정 종교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나라의 헌법

의 조문과 그 해석에서도 유사한 해석과 이견이 발생한다는 이다. 컨  소  ‘빤

자씰라’ 원칙과 련하여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른 정교 계를 해석할 때가 그러하다. 

인도네시아의 동 헌법에서도 의 독일 기본법과 같은 신에 한 유사한 언 을 하

고 있다. 한 쪽은 기독교이고 다른 한 쪽은 이슬람교라는 차이가 있으나 둘 다 유일

신의 종교이며 통 으로 민족의 역사와 함께 했던 바로 그 종교를 암시한다는 것

이 다수 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각 국가에서 공통 으로 나타난다. 

정교 계에서 주요한 종교 련 규범들은 기본법 제140조를 통해 볼 수 있다. 여기

서 특이한 것은 기본법 제140조는 계수조항이라는 이다. 다시 말해서 바이마르헌법

(1919년 8월 11일 제정)이 국가교회 계를 규정한 교회법 조항들(136조부터 139조까

지, 그리고 141조)을 이 기본법 제140조가 그 로 계승하여 그러한 규범들은 재에

도 확고한 헌법  보장을 받는다는 이다. 추가 으로 행 기본법 제7조의 제2항과 

제3항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Religionsunterricht)을 보장한다. 

 (2) 헌법상의 정교 계 구조원리 : 립성을 포함하여

독일에서 정교 내지 국교 계 즉 국가-교회 계를 규율하는 법제는 국가교회법

(Staatskirchenrecht)이라 부른다. Mückl에 따르면 독일 기본법에서의 국가교회법의 구조

원리(Strukturprinzip)로는 세속성, 립성, 평등성을 꼽을 수 있다. 상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교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 국가의 세속성의 원리

(Säkularität)

141) 바이마르 헌법 137조 1항  기본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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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헌법 137조 1항과 기본법 제140조에  있는 “국가교회는 존재하지 않

으며”(“Es besteht keine Staatskirche”)라는, 국가교회를 지하는 독일 기본법의 내용은 

논쟁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독일에서 국가는 온 히 세속 인(ausschließlich säkular) 

헌법과 같은 법  기  에 존재한다. 즉 국가의 세속성의 원리(Das Prinzip der 

Säkularität des Staates)이 첫 원리로 존재한다. 이 사실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실

증 으로 보았을 때 의심할 바 없이 이미 명백한 것이다. 142) 한 군주제가 사라진 

정치 질서 안에서는 독일 내 어디에서 국가교회라는 단어의 고유한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와 같은 역사  형성의 조건들에 의해 존하는 규범들의 진술들을 할 경우에, 

우리는 국가와 교회의 원칙  분리를 추상화시켜 정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분리, 즉 근원 으로 나 어짐143)의 결과는 양자의 독립성이다. 국가는 교회의 세속

인 수족(brachium saeculare)이 아니며 교회 역시 국가의 공식부처가 아니다. 특히 종교

으로 지역이 분리된 독일 내에서는 베스트팔  평화조약이래 구축된 평화와 화해질

서라는 이런 사태의 기 (fundamentum in re)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런 다른 나라

들에서 실화시킨 것처럼 정교분리  내지 국교불설립 이라는, 이론 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선택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 독일 학계의 일반 인 서술로 보인다. 국가와 

교회 사이의 분리와 비의존성은 기본법 으로 국가와 교회의 기 인 개입의 불허라

는 진 하고 직 인 법  처리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된다144). 서로의 내부 

역에서 다른 역으로 정신 으로 강압을 가하는 세속 인 개입(Ingerenzen)은 허용

되지 않는다. 

2) 국가의 세속성의 독일  특수성

독일에서는 와 같이 원칙 으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의미에서 세속성의 원

칙이 인식되고는 있지만, 그 원칙  분리는 그 자체로 교회와 국가 사이의 교류에 헌

법 인 차원의 법  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국가는 헌법을 통해 양쪽의 

련성이 있는 역에 있어서 교회와 력하는 문제를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

법의 다양한 지 에서 명시 으로 권한을 내려놓는다.145)

142) Mückl(註 130), S. 1164-5.
143) Alexander Hollerbach, “Die Kirchen unter dem Grundgesetz,” VVDStRL Vol.26 (1908).
144) 표 으로 Stefan Korioth, in Maunz/Dürig. Komm. z. GG, Art. 140 Art. 137 WRV R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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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교육을 하는 기 을 언 한 (기본법 제 7 조 제 2 항  3항)과 목회 설립 (바

이마르 헌법 제 140 조와 141 조) 역은 개인이 한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신앙인

(즉, 충실한 기독교 시민 civis et christianus vel fidelis)이라는 이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말한다146). 한 국가와 교회의 상호 작용이 개별 법률로 드러나는 국가 인 교

회세 징수와 련된 맥락에 해서는 기본법 제140조  바이마르 헌법 제137조 제6

항에 나타나있으며 는 국가가 교회에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제공에 한 것은 기본

법 제 140조  바이마르 헌법 138조 제1항에 나와 있다. 요컨 , Mückl에 따르면 국

가와 교회간의 력은 어떤 경우든 헌법에 의해 허가되고 의도된 제도  방법을 따르

게 된다147). 한민국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력에 한 헌법  허용이 헌

법 규범 내에 과연 있는지 는 있다면 무엇인지를 해석해내는 것이 건이지만, 독

일은 와 같은 명문의 규정들이 기본법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법 140조와 련된 바이마르 헌법 137조 1항에서는 소  “국가와 교회의 분리 

시스템”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가이론  의미를 으로 따른다면, 이 

두 양 집단148)의 분리 원칙에는 그 로 따르지는 않는 것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149). 

그리고 바이마르헌법 제137조 제1항을, 기본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나와 있는 

소극  종교자유의 일정한 뒷받침을 받기도 하는 기본권에 기반한 원칙인데, 이것이 

별도로 개별 헌법규범으로 화된 채로 규정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반해, 이 게 국가와 교회의 력을 헌법에 정하는 것은 “ 헌으로”150) 증

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도 “원칙에 반(prinzipienwidrig)”151)한다는 입장이 존재한

다. 평가컨  앞의 견해는 이미 방법 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52). 

145) Mückl(註 130), S. 1165.
146) BVerfGE 42, 312 (331).
147) Ernst Forsthoff, “Die öffentliche Körperschaft im Bundesstaat,” (Tübingen : Mohr Siebeck, 19

31) S. 112.
148) Ludwig Renck. “Die Trennung von Staat und Kirche,” BayVBl (1988) S. 225 ff.
149) 이러한 회의 인 견해로는 Wilhelm Kahl. “Aphorismen zur Trennung von Staat und Kirch

e,” 1908. S. 5 ; Mückl(註 130), S. 1166에서 재인용.
150) Gerd Schmidt-Eichstaedt, “Kirchen als Körper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1975) S, 10

7 ff. ; Markus Kleine, “Institutionalisierte Verfassungswidrigkeiten im Verhältnis von Staat und 

Kirchen unter dem Grundgesetz,” Bd. 114 der Universitätsschriften “Recht”(Baden-Baden : Nom

os, 1993) S. 212 ff,
151) Renck(註 148), S. 225-229.
152) Mückl(註 130), S.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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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국의 국교부인과 립성

1. 개  

(1)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부인조항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지하는... 법률을 제정 하지 못한다.”는 서술로 시작한다. 첫 번째의 국교부인조항(

는 국교설립 지조항으로도 통상 지칭됨)에서는 “종교의 설립을 존 하는” 어떠한 법

도 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 조항이며,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

을 보장하면서 그러한 자유로운 활동의 지를 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앞부분은 

‘국교부인조항’으로, 그 뒷부분인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 조항은 여서 ‘자유로운 행

사 조항’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자는 국교설립(國敎設立) 부인에 한 것이고 후자는 종교행사의 자유에 한 것

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는 주체는 연방의회이다. 즉, 이 조항은 처음에는 연방정부에만 

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 쟁 후인 1868년에 미국헌법에 들어가게 된 수정 헌법 제14조의 법

차조항은 이 조항이 州정부에도 용되는 길을 열어놓았다.153) 이후, 수정헌법 제1조

는 연방정부와 州정부를 모두 구속하는 규정하는 조항으로 인식되었다.

(2) 국교부인 조항의 내용

1) 일반 인 해석

이 두 조항들은 정부의 개입 없이 공통 인 기본  가치로서의 자유, 즉 모든 사람

153) 임지 ,  “미국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 「美國憲法硏究」 Vol.18 No.2 (2007), 303면. 수

정헌법 제14조의 법 차조항은 “어떤 州 (State)도” 適法節次에 의하지 않고 주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州”를 그 규율 상자로 명시해 놓았었는데, 

이 조항의 “자유(liberty)” 속에 권리장 상의 기본권들을 편입(incorporation)시키는 논리 개

로 인해서, 이 조항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를 포함한 권리장 상의 기본권들이 “州”에 

해서도 주장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임지 , 같은 , 같은 면. 다시 말해서, 수정헌법 

제14조의 법 차조항이 소  “편입 조항”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어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권은 州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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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신이 원하는 로 숭배할( 는 숭배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해 고안된 

것이다. 이 두 조항을 요약하면, “정부가 어떠한 종교  실천에 참여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종교 는 종교와 비종교에 한 편애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종교  

신념에 해서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154)

2) 조항 사이의 충돌

가. 충돌의 발생

이처럼,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와 함께 종교 설립을 존 하

는 법을 만들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둘 다 미국 헌법상의 법 차조항을 통해 연방

정부뿐만이 아니라 州 정부에도 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들이 종종 충돌

을 일으킨다. 두 조항 사이에는 약간 충돌되는 면이 있는 것이다. 를 들어, 소방서

비스와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종교  기 들에 한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

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서비스들의 제공을 부정하는 일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 155) 한 를 들어, 교구 학교를 포함해 사립학교에 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원조가 이루어진다면, 정부가 

강력한 종교  요소를 포함하는 교구 학교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 되며 이에 따라 

설립 조항이 반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원조가 

없다면, 공립학교들은 엄청난 원조를 받는 반면, 공립학교를 해 교구 학교에 주어지

는 경제  부담 때문에 학생들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은 제한된다는 주장이 한 강

하게 제기될 수 있다. 

나. 해결책의 일 성 여부

헌법의 기본  요청은 “政府의 中立”인 반면, 연방 법원을 포함한 미국의 사법부

는 그 립이 얼마나 엄격해야 하고 종교에 해 얼마만큼의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 

허용 가능한지에 한 단에 있어서 일 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

다.156) 다시 말해, 연방 법원은 이 두 조항을 조화시킬 선명한 방법을 아직 찾지 못

154) Abington School District v. Schempp, 374 U. S. 203 (1963)에서 Goldberg 법 의 보충의

견에서 이러한 을 참고할 수 있다.
155) 임지 (註 153), 303-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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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방 법원은 정부의 규제가 종교에 해 “ 립 ”이어야 한

다고 수차례 단언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립의 개념을 모호한 방식으로 사용하

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연방 법원의 립 개념의 사용에 해서는 본 장의 마지

막 에서 교육과 공  공간과 련된 미 연방 법원의 례들을 심으로 고찰하는 

부분에서 더 구체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와 같이 립의 개념을 사용한 사법  해결 이외에도, 다르게 조정 가능할 

수 있는 이 있느냐라는 에 해서, Tribe가 다음과 같이 밝힌 바가 있다. 그는 법

원의 례가 “자유로운 행사 조항은 종교  이해 계를 조정 가능하게 하기 해, 국

교부인조항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인 “조정 가능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이 에 따르면, 만일 정부의 어떠한 행 가 자유로운 행사 조항에 의해서 

“명백히 강제된다면”, 그러한 행동은 국교부인조항에 의해 지되지 않을 것이다.157) 

( 를 들어 생각해보면, 군 내의 병사들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해서 종교시설이나 

군종을 운 하는 것이 그러한 것에 해당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Tribe

의 견해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자유로운 행사 조항을 반하고, 그 반 의 행동을 취

한다면 국교부인조항을 반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 때 정부가 둘 에서 국교부인조

항에 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안 하게 될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말해

서, Tribe에 따르면 이 경우 “국교부인조항과의 충돌에서 자유 행  조항이 우세할 것

이다.”158)

(3) 수범자로서 국가

비록 용어에 있어서의 수정헌법 제1조이 단지 국회에 의한 입법 행 만을 제한한다

고 할지라도, 권리장 의 부분의 다른 보장들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종교 조항들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차보장을 포함하며, 이에 따라 국가에 해 용 가능하게 되었

다. 소  Everson 결159)이 표 이다. 

2. 국교부인조항의 구체  용 

156) 임지 (註 153), 304면.
157) Laurence H. Trib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3d ed. (N. Y. : Foundation Press, 2000), p. 

1168-1169.
158) Tribe(註 157), p. 1201.
159)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330 U.S. 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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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부인조항의 기본  목 은 앞에서 보았던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빌면,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벽”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 법원의 근래의 태도는 “벽”의 

이미지는 어떠한 국가의 행동이 이 조항을 반하는지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별 도움

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에 해서는 본 장의 마지막 에서 교육과 공  

공간에서의 종교의 문제를 심으로 자세히 고찰해보도록 하고, 아래에서는 례법으

로 형성된 국교부인조항의 내용에 해서 보도록 한다. 

(1) 지되는 정부 행동의 유형

설립 조항을 명백히 반하는 정부 행동의 유형이 몇 가지 있다. 부분 앞의 

Everson v. Board of Education에서 그 일부를 목록화했다.  

a. 공식 교회 지: 어떠한 국가나 연방 정부도 공식 인 교회(종교단체)를 

설립하지 않는다. b. 강압 지: 정부는 국민의 의지에 반해 교회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것에 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어떤 종교에 한 신념이나 

불신을 주장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c. 신념에 한 처벌: 구도 “종교

 신념이나 불신의 천명에 해, 교회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것에 해 처

벌받아서는 안 된다. d. 편애 지: 정부는 특정 종교를 선호해서는 안 된다. 

한 정부는 종교를 비-종교보다 선호해서는 안 된다. e. 여: 정부는 종교 

조직에 한 일에 여해서는 안 되며, 종교 조직 한 정부의 일에 여해서

는 안 된다. 

생각건 , 이 내용들  일부는 국교부인조항에 의해서라기보다 자유 활동 

조항에 의해 보다 직 으로 보호받는다. ( : 종교  신념에 해 처벌받지 

않을 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rson 사건에서 법원은 설립 조항에 근거한 

지조항만을 따라 단하 다. 

(2) Lemon 심사의 세 가지 기

근래의 법원은 정부의 행 가 설립 조항을 반하는지 결정하기 해 세 개의 기

을 사용한 심사기 을 용한다. Lemon v. Kurtzman, 403 U.S. 602 (1970)에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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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 이 처음으로 정식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행 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

시킬 때에만 유효하게 된다.  

    a. 목 : 세속 인 법  목 을 지녀야 한다. 

    b. 효과: 그 원칙  는 기본  효과는 종교를 넘어서거나 지하는 것이어서

는 안 된다. 

    c. 계: 정부가 과도하게 종교에 계하는 것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d. 정치  분리: 한편, 법은 종교  기 에 따라 과도한 정도의 정치  분리를 

산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과도한 여” 지에 한 요구의 측면으

로 볼 수 있어서 a, b, c의 세 가지만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3) “종교의 지지(endorsement)” 심사로의 변경 가능성

오늘날 법원에서 특히 연방 법원의 일부 법 들은 이 세 개의 Lemon 검증법에 

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법원은 하나의 심사기 으로 

방침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이 재 언 되고 있다. “국가의 행 가 ‘종교의 지지’에 

이르는가?”라는 에 한 심사기 이다. Texas Monthly, Inc. v. Bullock, 489 U.S. 1 

(1989)을 그 로 참고할 수 있다. 이것의 많은 부분에서 주요한 심사기 이 입법이란 

“어떠한 는 다른 일련의 종교  신념이나 일반 인 종교에 한 지지를 구축”하는

지에 있음을 설명했다. 

향후 연방 법원의 구성에 따라서, 법원은 어쩌면 Lemon 심사기 을 폐기할 수

도 있고, 아니면 안 으로, 법원은 그것을 명시 으로 폐기하는 신 그 사용을 다

만 지할지도 모른다는 측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은 실제로 최근의 주요한 국교

부인조항 례인 Kiryas Joel 교육 원회 v. Grumet에서 발생한 을 기반으로 한다. 거

기서 다수는 이의 제기된 례(특정한 유 교 의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학교 구역

의 설립)는 국교 부인 조항을 반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단지 Lemon

을 간단히 언 할 뿐이며 Lemon 검증을 용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재까지 국교부인조항에 한 두 가지 심사기 에 해 알아보았다. 한편, 의 두 

심사기  이외에 국교 설립 지 조항 반 여부를 정하는 미국 법원의 여타의 기

들은 다음과 같다.160)

160) 이 표는 이경숙, 「종교의 자유에 한 연구 : 미국 연방 법원의 례를 심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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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검사

정부의 행 ·법규는 객  찰자가 보기에 특정 종교 신념을 
선호한다는 메시지를 달함으로써 종교를 승인하는 목  혹은 
결과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강요

검사

① 정부 료가 종교행사의 수행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② 종교행사에 
반 하는 이들에게 종교행사 참여나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

‘ 립성

검사’

(1) ① 국가는 종교인 집단  비종교인 집단과의 계에서 
립 이어야만 한다. ② 국가는 종교에 한 자가 되지 

말아야만 한다. ③ 국가권력은 종교에 호의를 보이기보다 종교를 
불리한 입장에 두기(handicap) 하여 사용되지 말아야만 한다.

(2) ① 종교와 무종교/비종교 간의 립성: 정부의 행 ·법규는 
비종교인들보다 종교인들을 집단 으로 선호해서는 안 된다. ② 종교 
간의 립성: 정부의 행  법규는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들보다 
선호해서는 안 된다.

(3) ① 정부의 행 ·법규가 종교에 계없이 립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부의 행 ·법규가 정부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 인 선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③ 정부의 행 ·법규가 종교나 
종교기 에 직 으로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① 특정 종교에 주어진 혜택은 다른 종교에게도 같이 주어져야 
한다. ② 특정 종교에 주어진 혜택 이외에 특정 종교의 욕구를 
수용하기 한 안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표 6]

(4) 소결 

에서 본 심사기 들은 모두 국가의 종교  립성을 용하기 한 기 들이다. 

특히 Lemon 심사기 과 지지 심사기 은 모두 배제  립성이라는 측면의 국가의 

종교  립성을 용하기 한 기 들로 보인다. 소  ‘ 립성 검사’, 특히 그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것은 다소 포함  립성 측면의 국가의 종교  립성을 용하는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다만 Lemon 심사기 은 4번째 요소를 추가함으로서 이

보다 좀 더 포함  립성의 측면도 가지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미국은 국교설립 지조항(Establishment Clause, 국교비설립조항)을 국교 지의 성격

을 갖지만, 이것을 단순히 국교 지로만 보지 않고 Everson 결에서의 다섯가지 목록

에서 보았듯이 그 조항을 보다 확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국가가 어떤 행 를 할 

때 종교에 한 립성을 잃은 것인지 여부 단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희 학교 박사학 논문 (2001) 120-165면  손희권 “국가의 종교학교 지원에 한 미국 

법원 례 분석,” 「敎育問題硏究」 제13권 (2000) 53-56면을 종합하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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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랑스의 국교부인과 립성

랑스에서 라이시떼(laïcité)라는 말은 술한 바와 같이 역사 으로 볼 때 교회가 

공  역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기 한 국가의 교회에 한 항쟁을 원인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따라서 랑스의 국교부인은 이 용어를 심으로 설명되고 있다. 다만 

체로 랑스의 학설은 랑스식 세속주의, 즉 라이시떼의 법  개념을 종교에 한 

국가의 립성(neutralité)으로 악하고 무신론이나 반종교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고161) 보고 있다. 라이시떼의 개념은 이 게 역사 으로 형성된 규범  개념이지만 

그 개념의 내용에 해서는 랑스의 학설과 례 등에서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논의가 분분하다할 것이므로, 구체 으로 어떤 내용의 국교부인의 의미를 갖느냐는 

것과 그에 더 나아가서 정치와 종교의 계에 해 어떤 내용의 의미들을 가지는가에 

해서는 상호 연결된 상세한 검토를 요하므로 이에 해 자세한 은 제5 에서 함

께 보도록 한다. 

제5  정치와 종교의 계와 립성 

Ⅰ. 헌법  근거

앞서 본 독일, 랑스, 미국에서도 보았고, 앞의 [표1]과 [표2]의 국가들의 헌법조항

들에서도 보았듯이, 세계 국가에서 보편 으로 발견되는 헌법  원리로서의 국가의 

종교  립성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헌법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평등조항 : 이 조항은 립성 체의 기반이기도 하다. 이것만으로는 원
칙 으로 포함  성격을 가진다. 종교의 자유 조항과 보통 결합하여 해석된다.

2. 국교부인 조항이나 세속성 선언 조항 : 이 조항은 립성에 배제  성격
을 가한다.

이 게 두 핵심규범을 횡과 종으로 삼아 정교 계의 체제가 짜여지는 게 보편 으

로 발견되는 헌법  원리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차별 지의 원칙은 정치철학  원칙

161) 지규철(註 7), 13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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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헌법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인종, 종교, 성별 등 개인이 가진 속성이나 가

치 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는 주지하는 바 로 세계인권

선언에도 보장될 정도이고 거의 모든 근 입헌국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를 들어 

독일 기본법의 평등권조항, 랑스 인권선언에서의 평등, 미국 헌법에서의 법 앞의 평

등 , 우리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에서 이러한 원칙을 도출하는 명문의 헌법  

근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국교부인 조항이나 세속성 선언은 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헌법 제 137조 

제1항,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  랑스 헌법 제2조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한민

국 헌법은 제20조 제2항의 국교 지  정교분리의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Ⅱ. 정치-종교 계  립성에 한 각 국가의 헌법  근거와 그 이해

1. 독일의 경우

(1) 서 

 1) 기본법 조항과 립성

‘국가의 립성(Neutralität des Staates)’은 기본법 조항에서 명시 으로 규정되지 않

았기 때문에 그 개념에 한 이해는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국가의 립성 개념은 일

반 으로 기본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고 있다. 하지만 “신앙과 양심

의 자유 그리고 종교  세계  신조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방해받지 않는 종교수

행은 보장된다”고 표 된 이 조항들은 신앙과 양심  신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을 

뿐 국가의 립성에 한 명확한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양심  신조의 자유 속에 국가의 립성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162)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단 이러한 립성은 독일 기본법에서 명확하게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립성의 핵심  구성요소에 해 자세하고 명확히 정해

진 것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반 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63) 다만, 

162) 김홍섭(註 7), 231-234면.
163) 이부하도 같은 의견이다. 이부하(註 7), 205면 이하를 참조. 이러한 립성 개념에 해 

헌법학 으로 연구하여 독일학계에서의 기념비  서술을 남긴 이는 Schlaich(註 76)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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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 원칙의 몇몇 기본  특징은 일부는 법에 의하여 구체 으로, 일부는 추상 으

로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국가와 종교사이의 계에서 국가의 

립성이란 국가가 일반 인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종교에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제한다. 그래서 립성이란 이런 제하에, 다만 국가가 특별한 종교  행

나 종교단체를 겨냥하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된다.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특정한 종교  내용과 동일화되는 것을 헌법상 

지하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독일에서 국가에 의한 종교  동일화

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한 해결문제가 남게 된다.164) 

2) 동일화 지와 립성

Schlaich에 따르면, 독일의 학계는 체로 ‘동일화 지(비동일성의 원칙 Prinzip der 

Nicht-Identifikation)’를 립성의 한 요소로 보고 있다.165) 이 에 ‘종교  내용을 국

가가 스스로 동일화하는 것을 지함’166)을 국가의 립성 원칙의 핵심 내용으로 이

해하는 크뤼거(Herbert Krüger)의 이론 등이 필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역에서 모든 개별 내용의 존재가 곧바로 국가의 동일화로 간주되지 

않는다면167), 본질 인 의미에서 국가의 동일화 여부가 문제될 때 그 기 이 필요하

다. 국가에게 특별한 내용이 귀속되는 질 인 차이가 형성되는 상황이 되어야만 하는

데, 그 기 에 해서는 ‘국가의 의사표 ’, ‘외부  효과’ 등이 언 된다. 즉 첫째, 특

별한 내용이 국가의 책임으로 귀속되려면, 국가 인 것으로 존재 하는 내용 에 이

를 구별하여 인정하기 해 ‘국가의 의사표 ’이 존재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국가

의사는 일반 인 내용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내용으로 표 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

있다.
164) 이는 독일식 ‘문화국가원리’하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하는가의 문제도 된다. Herbert 

Krüger. Allgemeine Staatslehre (Stuttgart : W. Kohlhammer, 1966) 143ff.
165) 반면, 국가작용의 한계설정을 시하면서, 국가와의 ‘동일화’정도만을 ‘ 지’하는 것을 

심으로 한 틀은 결국 국가의 경계가 무 넓어져 버리고 국가의 한계를 없애는 것으로 귀

결되기 때문에 완 한 동일화 지의 사고에 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 에 

해서 표 으로 Schlaich. op. cit., S. 232. 그 외에도 슐라이히는 동일화 지를 심으

로 한 사고 방식이 결국 일정의 특별한 문제 을 지닌다고 지 하고 있다. S. 240.
166) Krüger(註, 164), S. 145ff.
167) Matthias Jestaedt. “Grundrechtsschutz vor staatlich aufgedrängter Ansicht. Das Kopftuch der L

ehrerin als Exempel,” Dem Staate, was des Staates, der Kirche, was der Kirche ist. Festschrift 

für Joseph Listl zum, Vol.70 (1999). S. 14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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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특정한 국가행 가 국가의 내부  동일화 역을 탈피하여 의미있는 법  역에 

해당되려면, 동일화 과정에 ‘외부  효과’가 추가되어야 한다. 구체 인 문제로, 명백

히 특정한 세계 ·종교  내용을 의무 인 것으로 여기고 이를 외부로 표 하는(

를 들면, 종교  이유로 머릿수건을 착용하는 경우) 교사인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실질 이며 외부 인 효과를 지닌 국가  행 인지 는 국가  행 로서 외 을 발

생시키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168)

(2) 립성에 한 두 가지 입장

립성 개념과 련하여 본고에서는 술한 바와 같이 그 성격에 따라 배제  립

성과 포함  립성으로 나  수 있음을 고찰해 보았다. 그 다면 이러한 분류는 국

가는 종교에 하여 어느 정도 립성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한 고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는 배제  립성의 태도를 취할 수도, 포함  

립성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은 독일의 학설과 례의 태도에서도 나타

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가와 종교의 분리의 정도에 한 입장은 자가 종교 역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과 련되는 에서 폐쇄 이고 소극 인 태도와 극

이고 개방 인 태도로 양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인 폐쇄 이고 소극 인 태도는 국가는 종교와 련된 어떠한 행 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국가의 종교 립성에 한 구체  기 이 설정되

지 않았고, 헌법정책 으로 이에 한 조율을 시도하는 것도 험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나 행 를 하기보다는 소극 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리고 

종교와 련된 사항을 국가의 제도의 한 부분으로 통합할 것인지 종교  세계  확

신을 분리할 것인지 여부는 각 공동체의 사회  상황과 역사  경험을 감안하여 결정

하면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립성 원칙은 정의나 공평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에 한 정치의 명한 분별에 따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169) 

두 번째 입장은 국가가 종교 역에 한 극  지원을 해선 극  립성 개

념을 취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의 자기규율이나 권력이나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168) Krüger(註, 164), S. 154; 국내문헌으로는 이부하(註 7), 205면 이하를 참조. 
169) 이부하(註 7)，202-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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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는 을 강조한다. 물론 종교단체의 신앙과 교리에 한 차별  특혜나 제

한은 지된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 내부의 통합을 한 책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해 종교에 한 헌법  원칙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을 지 한다. 그런데 소극  

는 폐쇄  립성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통합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용의 자세를 가지고 국가의 통합책무로서 종교  다양성을 수용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이러한 입장의 주장이다. 그래서 국가는 개방 이고 극 인 립성 원칙에 입각하

여 정책결정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평등원칙은 요한 기 이 된다고 한다.170) 국가는 

종교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와 련하여 요한 결정의 경우에는 모든 종교단체간

의 평등원칙을 요한 기 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171)

이러한 폐쇄 이고 소극 인 태도와 극 이고 개방 인 태도는 국가는 종교에 

하여 어느 정도의 립성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놓고 볼 때 배제  립

성의 태도와 포함  립성의 태도라 각각 응하여 부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배제  립성과 포함  립성은 보편타당한 분류 인 이론  개념이지만, 폐쇄

이고 소극 인 태도와 극 이고 개방 인 태도는 독일이라는 공동체와 그 헌정사

를 배경으로 하여, 역사  논거  규범  논거를 함께 포함하는 주장들이라는 차이

가 있다. 

 이는 술한 바와 같은 Böckenförde가 제시한 두 태도  Greenawalt의 ‘배제  입

장’과 ‘포  입장’의 각각에 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Carl Schmitt의 분류를 바탕

으로 Yoppke가 제시한 바인 ‘통합을 지향하는 립성’과 ‘개인의 권리를 시하는 

립성’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2. 랑스의 경우

(1) 정교분리법  헌법 조항과 립성

체로 랑스의 학설은 랑스식 세속주의, 즉 라이시떼(laïcité)의 법  개념을 종

교에 한 국가의 립성(neutralité)으로 악하고 무신론이나 반종교  의미를 포함하

170) 이부하(註 7)，204-206면.
171) 이러한 태도들에 한 더 상세한 은 이부하(註 7)，204-206면. 그리고 Von Campenhause

n/De Wall(註 16) ; 황우여, 「國家와 敎 : 獨逸을 中心으로」 (서울 : 育法社, 1982), 231-2

32면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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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172) 보고 있다.173) 라이시떼라는 말은 술한 바와 같이 역사 으로 볼 

때 교회가 공  역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기 한 국가의 교회에 한 항쟁을 원

인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1789년 명 이후 랑스에서 라이시테는 종교에 한 반

의 움직임, 즉 가톨릭교회와의 결별 내지는 독립에 극  지지를 보냈던 정치  

성향과 더불어, 국가권력이 행하는 공공서비스의 조직과 작용에 있어서 종교에 한 

립  태도와 한 련을 가진 개념으로 이해되었다.174) 하지만 랑스 역사상 

어느 실정법 규정이나 국사원(Conseil d'État 꽁세이데타)의 례에서도 이에 한 분명

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고 있으며,175) 따라서 라이시떼의 법  개념에 하여도 그 

사상  배경이 다양하고 구체  정의가 없어 불명확하지만 오늘날에는 종교  자유의 

보장과 련된 국가의 종교  립성을 뜻한다는 데에는 체로 동의되고 있으며 무

신론이나 반종교주의 등과 동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176)

(2) 립성에 한 두 가지 입장

선행연구에 따르면 헌법상 규정된 라이시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하여 지규철은 

이를 1905년 정교분리법 제2조에 의거하는 의미의 국가의 종교  립성, 다시 말해 

국가와 종교의 분리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J. Morange 등의 견해)과 1905년 정

교분리법 제2조와 구별하여 이를 종교간 실질  평등을 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극  립성 개념으로 이해하는 입장(大石眞, 憲法と宗敎制度, 有斐閣,1996: Ségur, 

Le principe constitutionnel de laïcité, Annales de l'Université de Science sociale de 

Toulouse, 1996)으로 구별된다고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헌법상의 라이시떼 조항

에 하여 다수설과 례는 1905년 정교분리법의 원칙규정인 동법 제2조를 기 로 하

여 해석하고 있는데,177) 일부 학설 에는 동법 제1조 종교  자유까지 포함시켜 이

172) 지규철(註 7), 132면 이하.
173) 이하는 지규철(註 7), 32-54면 ; 훈(註 7), 533-556면 ; Joppke(註 71), p. 310-321 ; Gaude

met(註 30), p. 157 등의 2차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서술하 다.
174) 훈, “공공서비스활동에서의 립성원칙,”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2007) 95면.
175) C. Durand-Prinborgne, La laïcité (Paris : Dalloz, 2004) p. 12. ; 훈(註 7), 541면에서 재인

용.
176) 지규철(註 7). 33면.
177) J. Morange, “Le régime constitutionnel des cultes en France,” in Le statut constitutionnel des 

cultes dans les pays de l'Union européenne (Paris : Litec, 1995) p. 126 ; J. Rivero, Les liberté

s publiques tome 2, 5e ed. (Paris : P.U.F., 1996) pp. 194-196 ; J. Robert, “Cacophonie avec 

mots-clés,”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itique en France et à l'étranger, Vol.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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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있으며178) 한편 일부학설은 정교분리법 제2조의 원칙도 공화국의 모든 법률에 

의해 승인된 기본원칙이라고 보고 있다.179) 반면 소수설은 헌법상의 라이시떼조항을 

정교분리법 제2조와 계없다고 하고 이와 구별하여 헌법상의 라이시떼조항은 엄격한 

분리가 아닌 완화된 립성으로 이해하고 있으며180), 이러한 입장의 결도 존재하고 

있다181). 소수설은 한 정교분리법 제2조의 원칙을 공화국의 모든 법률에 의해 승인

된 기본원칙으로 보는데 하여도 반 하고 있다.182) 요컨  라이시떼를 종교  립

성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국가와 종교의 분리에 의의를 두

어야 한다는 자의 입장에서의 립성과 종교간 실질  평등을 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후자의 입장에서의 립성은 국가는 종교에 하여 어느 정도의 립성 의

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놓고 볼 때 배제  립성과 포함  립성에 무리없

이 각각 응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은 앞에서 독일에서 본 바와도 같다. 그리고 

배제  립성과 포함  립성은 보편타당한 분류 인 이론  개념이지만, 국가와 

종교의 분리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는 자의 입장과 종교간 실질  평등을 한 국가

의 개입을 인정하는 후자의 입장은 랑스라는 공동체와 1905년 정교분리법의 성립을 

포함한 그 헌정사를 배경으로 하여, 역사  논거  규범  논거를 함께 포함하는 주

장들이라는 차이가 여 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독일에서 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Böckenförde, Greenawalt의 구분과 상

통하게 되며, 역시 Carl Schmitt의 분류를 바탕으로 Yoppke가 제시한 구분과도 비교해 

No.2 (mars-avril 2004) p. 312. 같은 견해로 D. Gros, “La République laïque,” in Bertrand Mat

hieu/Michel Verpeaux (dir.) La République en droit français (Paris : Economica, 1996) p. 155 

등 ; 명시 으로 정교분리법 제2조를 기 로 해서 헌법상의 라이시떼의 원칙을 해석하는 

태도는 1969년 3월 7일의 Lille 결  그 후의 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연 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E., 7 mars 1969, Ville de Lille, Dalloz Sirey, 1969, 

Jurisprudence, p. 279 ; 지규철(註 7), 34면에서 재인용.
178) Rivero(註 177), pp. 194-196.
179) Robert(註 177), p. 315 ; Jacques Robert, La liberté religieuse et le régime des cultes (Paris : 

PUF, 1977) p. 53.
180) Philippe Ségur, “Le principe constitutionnel de laïcité,” Annales de l'Université des Sciences s

ociales de Toulouse, Tome XLIV (1996) pp. 124-126 ; Jean-Marie Woehrling, “Réflexions sur l

e principe de la neutralité de l' Etat en matière religieuse et sa mise en œuvre en droit françai

s,” Archives de sciences sociales des religions Vol.101 (1998) pp. 41-46.
181) 컨  2003년 12월 31일의 리 행정항소법원 결이 표 으로 제시된다. 라이시떼조

항을 정교분리법 제2조와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례다. “Haut-commissaire de la Répub

lique en Polynésie française, Actualité juridique droit admistratif,” 2004, p. 774 ; 지규철(註 7), 

35면.
182) 이에 한 자세한 연구로는 지규철(註 7), 47-49면, 훈(註 7), 546면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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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3) 립성에 한 두 가지 입장의 최근 모습

랑스에서도 라이시떼 개념에 한 담론 속에서 그것이 립성을 지칭할 뿐만 아

니라 본 연구에서 밝힌 립성의 양면성을 모두 드러내고 있음을 찰할 수 있었

다.183) 

아래에서는 을 조  달리해서 보고자 한다. 즉 랑스의 “자유주의 ” 라이시

떼 개념과 “공화주의 ” 라이시떼 개념간의 립에서 립성에 한 두 가지 입장이 

최근 뚜렷이 드러난다는 을 지 하고자 한다.

사실 애 에는 극단 인 모습의 라이시떼로서 교회나 종교에 해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시기도 있었다. Jean Rivero184)에 따르면 실제로 라이시떼

가 그런 “ 투  라이시떼”로서의 흐름을 분명히 가졌던 1905년 후 등의 시기가 있

었다. 이러한 의미의 라이시떼란 극단 인, 일종의 환원주의  태도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완 한 ‘분리’의 주장이며, 더 나아가  태도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  입헌주의의 견지에서 Rivero가 라이시떼에 한 유명한 논평에

서 밝혔듯이, 랑스의 역사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제 라이시떼란 어떤 실질

 내용을 가진 국가 철학(philosophy)도 거부하는 것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고, 따라

서 재 그것은 “오로지 립성”과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185). 심지어 재의 “자유주의 ” 라이시떼의 지지자들과 “공화주의 ” 라이시떼의 

지지자들 간의 립도 라이시떼를 국가 립성으로 이해하는 공유된 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후자 즉 라이시떼를 (종교의 배제를 암시하는) 국가 통합의 원칙으로 재사용

하고자 하는 이들도 이 제를 문제 삼지 않아 왔다고 한다.186) 다만, 이러한 공화주

의  라이시떼의 지지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모든 종교  상징주의를 억제할 것을 주장

하는, 더 확장된 “ 립성” 개념을 주장해왔던 것이다. 한 로 라이시떼를 “공식 인 

183) 이하도 지규철(註 7), 43면 이하 ; Joppke(註 71), p. 310-321 ; Gaudemet(註 30), p. 157 이

하 등을 주로 참고하여 서술하 다.
184) Jean Rivero, “De l'idéologie à la règle de droit: la notion de laïcité dans la jurisprudence ad

ministrative,” in Centre de sciences politiques de l'lnstitut d'études juridiques de Nice (dir.), La 

Laïcité, (Paris : P.U.F., 1960) p. 26 ; Joppke(註 71), p. 318.
185) Rivero(註 184), p. 273 ; Joppke(註 71), p. 318.
186) Joppke(註 71), p.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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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역에서 종교  상징, 의복 등을 엄격히 제한함을 통해 제도화되는, 모든 종류

의 종교  습에 한 국가의 공 이고 분명한 립성”으로 정의하는 것은187) 이와 

같은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결국 Rivero와 같은 “자유주의자들”과 Benhabib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은 “공화주의

자들” 모두에게 있어서, 비록 각각에게 립성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다름에도 불구

하고, “라이시떼”는 항상 립성을 지칭함이 찰된다고 한다.188) 공화주의  라이시

떼의 지지자들이 립성의 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에 한 시로는 

Chirac 통령이 2003년 12월 머릿수건법에 한 발언에서 보여  바와 같으며189), 이

제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라이벌인 자유주의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개방 이고 

한” 라이시떼라는 수사  표 을 채택해 쓰는 경향마 도 보이고 있다.

결국 랑스에서의 국가의 종교  립성은 재는 “자유주의 ” 라이시떼 개념과 

“공화주의 ” 라이시떼 개념간의 립 속에서, 자는 포함  립성의 모습으로, 후

자는 배제  립성의 모습에 응하여 각각 드러나는데 상세한 은 이어지는 제3장

에서 사례를 심으로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하게 된다.

3. 미국의 경우

(1) 헌법 조항과 립성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본장 제4  II.) 직 으로 정교분리

나 국가의 종교  립성을 언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회는 국교의 제정, 종교의 자

유로운 실 을 지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방 법원

의 례나 학설을 통해 발 된 정교분리의 원칙의 근거로서 동 조항은 언 되고 있

다. 

미국의 정부와 종교의 계에 한 견해로는 세 가지 입장으로 요약된다. 첫째, 엄

격분리 설의 경우 양자는 최 한 분리되어야 하고 종교는 으로 사  역에 머물

187) Seyla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Ch.5 ; 

Joppke(註 71), p. 318.
188) Joppke(註 71), p. 318.
189) “Discours Prononcé par Monsieur Jacques Chirac,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Relatif au Resp

ect du Principe de Laïcité dans la Republique dans la République Palais de l'Élysée,” (2003.12.

17.) http://www.aidh.org/laic/pres-17-12-chirac (최종 속 :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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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야 한다고 한다. 

(2) 립성에 한 입장

1) 첫 번째 입장(엄격분리를 주장하는 견해)

엄격분리를 주장하는 견해(이하 엄격분리설 strict sepration)은 정부와 종교는 최 한

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는 가능한 한 세속 이고, 종교는 완 히 

사 인 사회 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190) 이 이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역사 으

로 연방헌법 수정 제1조를 제정할 무렵에 활동한 James Madison과 Thomas Jefferson의 

주장에 많은 근거를 두고 있다.191) 술한 바와 같이 정교분리에 한 논의를 처음 

제기했던 토머스 제퍼슨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와 교회 사이를 분리하는 장벽이 존재해

야 한다고 강조하 는데, 연방 법원의 Everson 결(1947년)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

는 교회와 정부 사이에 벽을 세웠다. 그 벽은 높아야 하고 침해될 수 없어야 한다”고 

시하 는데,192) 이는 바로 엄격분리설에 따른 시라고 하겠다. 

특히 이 이론을 지지하는 연방 법 들은, 정부가 종교와 련을 갖는다는 것은 종

교의 자유에 한 가장 큰 이 되고,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고 후견인이 된다면 오

히려 후자를 형식 이거나 의식 으로 락시켜 오히려 종교에 한 험이 될 수 있

고, 양자가 결합하면 시민들 사이의 종교로 인한 분쟁과 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러한 험성을 제거하기 하여 정부와 종교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193)

2) 두 번째 입장(종교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

두 번째 입장인 종교를 수용할 것인 주장하는 견해(수용설 혹은 조화(accomodation)

이론. 이하 수용설)는 사회에서의 종교의 요성을 인정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할 것

190)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Principles and Politics (Boston : Aspen Law & Busin

ess, 2002) p. 1149.
191) 박홍우, 앞의 , 393-4면.
192)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330 U.S. 1, 18 (1947).
193) Thomas R. Hensley/ Christopher E. Smith/Joyce A. Baugh, The Changing Supreme Court, (M

inneapolis : West Publishing, 1997)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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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한다.194) 이는 엄격분리설이 실 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연방헌법 제1조가 

언 하는 국교설립 지원칙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 하고, 미국의 역사에서 나

타난 종교  통을 볼 때 종교단체와 련된 교육시설, 사회시설에 한 연방 혹은 

주정부의 지원에 한 사회  갈등의 소지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종교의 사회

 요성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가의 행 가 

강제(coerction)의 성격을 가지는가 하는 이 정교분리 반의 요한 기 이 된다고 

본다.195)

3) 세 번째 입장( 충  견해)

세 번째 입장인 충  견해(혹은 소  ‘ 립설 neutrality theory’196))은 엄격분리설

이 미국의 역사  통인 종교  용성과 거리가 있는 과 수용설은 종교  소수

나 무종교인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로그램을 지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를 극복하기 하여 제안되었으며,197) 국가는 종교와 련된 시설이나 기 의 지원을 

허용하지만 그 입법목 이 세속 이어야 하며 요하거나 우선  효과가 특정한 종교

의 편애나 지가 아니고 이를 지나치게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즉 정부가 

종교에 하여 립 이어야 하므로, 정부는 세속에 비하여 종교를, 어느 종교에 하

여 다른 종교를 더 편애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198) Laycock은, 실질 인 립은 

종교규정이 정부에 하여 종교 인 믿음이나 신앙의 거부, 종교 인 실천이나 비실

천, 수나 반을 장려하거나 지하는 범 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한

다.199) 

이 입장을 지지하는 연방 법 들은 국교설립 지 규정의 배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서 1960년 에 개발되고 1971년 Lemon v. Kurtzman200) 사건에서 확립된 세 가

지 심사기 을 용하는 경향이 있다.201) 그리고 이 견해는 국가의 행 가 정교 분리

194) 박홍우, 앞의 , 394-5면.
195) 박홍우, 앞의 , 395면.
196) 이러한 표 에 해서는 박홍우, 앞의 , 395면 이하  Chemerinsky(註 190), p. 1151 참

조.
197) Hensley et al.(註 193), p. 137. 
198) Chemerinsky(註 190), op. cit., p. 1151.
199) Douglas Laycock, “Formal, Substantive and Disaggregated Neutrality Toward Religion,” DePa

ul Law Review, Vol.39 (1990) p. 993, p. 1001.
200) 403 U.S. 602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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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반하여 립성을 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한 상징  지지

(symbolic endorsement) 여부의 테스트를 제시하고 있다는 에 그 성과가 있다고 하겠

다.

요컨  독일에서도 그리고 랑스와 미국에서도 국가의 종교  립성은 국가가 종

교에 하여 어느 정도 립성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한 입장간의 립 

속에서, 한편은 포함  립성의 모습에, 다른 한편은 배제  립성의 모습에 응하

여 각각 드러나는 이 있었음을 우리는 본 에서 고찰하 다. 

Ⅲ. 본 장의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연구 목표들의 달성에 필요한 간 인 명제들의 구명이 그 제로

서 요청되었는데, 요컨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간 인 명제  제1명제부터 제5명제

까지 밝혔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 과 제3 에서는 제1명제부터 제4명제까지를 구명했다. 세속주의, 국가와 종교

의 분리, 국가의 종교  립성은 모두 국가와 종교의 규범  계라는 같은 문제상

황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그 범주는 조 씩 다르고 서로 특별한 연 을 맺고 있었

다(제1명제). 본 논문에서 ‘세속주의’란 세속주의의 철학 ․역사  의미와 구분하여, 

헌법규범  의미에서의 세속주의를 가리키며, 이는 구체 으로 각 국가에서 발 되는 

모습에 따라 몇 가지 유형(model)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곧 국가와 종교의 규범  

계의 유형을 뜻한다. 헌법규범  의미에서의 세속주의와 국가의 종교  립성은 

국가와 종교의 규범  계를 가리킨다는 에서는 동일하나, 자는 ‘세속성’을, 후

자는 ‘(종교 ) 립성’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 사회에서 구체화된 규범

 목표나 사회  양상은 거의 동일하다는 에서 실 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도 있다. 세속주의는 ①국교부인, ② 립성(평등성), ③사  역으로서의 종교, ④양

심, 종교의 자유 인정, ⑤간섭 자제, ⑥문화와 종교의 구분을 그 요소로 한다(제2명

제). 정교분리라는 용어가 통상 쓰이는 바에 따르면 두 집단으로서의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를 이 에서는 ‘일반  의미의 정교분리’라 

부른다. 이는 인간행 의 구분과 련된 ‘정치와 종교의 분리’와는 조  다른 의미를 

가진다. 국가의 종교  립성과 ‘일반  의미의 정교분리’(즉 국가와 종교의 분리)는 

201) Hensley et al.(註 193),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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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해보이지만, 자가 후자보다 이론 으로 우선성을 가진다. 달리 말하자면, 일반

 의미의 정교분리는 그 립성 에서 배제  측면을 나타내는 표 이다. 자가 

후자보다 더 정치철학 등 련분야 연구와의 용어  호환성이 있으며 헌법학 자체의 

법리 발달에도 유용한 개념이다(제3명제). 립성은 양면성을 가지는 데 이것은 국가

간 설명과 국가내 설명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국가간 설명에서는 각 국가의 국가-

종교 계의 규범체계의 유형을 설명해낼 수 있고, 국가내 설명에서는 권리-법 역  

통합-정치 역의 구분  설명 는 각 사회생활 역의 구분  설명을 할 수 있게 하

는 것이 이 립성의 양면성이다(제4명제). 

제2 과 제3 에서는 제5명제의 첫 번째 문장을 구명했다. 즉, 국가간 설명(4.)에서 

볼 때 독일, 랑스, 미국이라는 세 국가에서 모두 국가-종교 계에 한 에 해 

크게 보아 배제  입장과 포함  입장이라는 두 견해로 나뉘고 있으며 보통 두 입장

은 각각 자신이 ‘ 립 ’임을 표방하고 있었다(제5명제 첫문장).

다음 장에서는 제1명제부터 제5명제 첫문장까지를 사례를 통해 재확인하고, 제5명

제 둘째문장( 립성의 국가간 설명  독일, 랑스, 미국에서의 립성 이동 경향), 

제6명제( 립성의 국가내 설명  용)  제7명제(국가의 종교  립성이 헌법  

기 이며 실질  문제해결능력을 가진다는 것)까지를 새롭게 구명하고자 한다. 이 연

구는 국가와 종교의 계에 한 문제와 련하여 독일, 미국, 랑스에서 일어난 모

든 사례들을 다루기는 지면 등의 한계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연구목표에 비추어 불필

요하다 할 것이므로, 공  역, 그 에서도 핵심이 되는 교육과 공  장소에서의 종

교의 문제라는 주제에 한정하여 사례비교 심의 비교법  방법을 사용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는 방법을 취하여, 의 명제들을 증명하도록 할 것이다.

제3장 립성의 심내용 : 공  역과 종교  립성

이 장에서는 공  역에 집 하여, 여러 맥락에서 국가의 립성(state neutrality)에 

한 문제를 탐구한다. 종교와 국가의 계에 한 문제에서 랑스, 독일과 미국의 

최근 사례들은 모두 그 계에 한 분석 인 근에 동일한 원리(즉, 국가의 립성)

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정교 계 모델의 스펙트럼에서 X축을 ‘분리성’으로 놓고, 좌측은 ‘ 조’, 

우측은 ‘분리’라는 양극단 사이의 임의의 좌표에 각 국가를 놓고 출발해 봤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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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뚜렷하게, 그리고 랑스는 아주 미세하게 우

측에서 좌측으로, 독일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확

실히, 기존의 독일, 미국의 학자들  다수가 이러한 차이의 감소가 요하다고 지

했다. 

를 들어 독일과 미국 사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학자들이 언 한 사례들이 있

다. 즉 “우리는 독일에서 최근에 그러했듯이, 미국이 교회-국가 간 력 인 모델을 

향해 나가가는 것을 보게 될 지도 모른다”202) (Edward J. Eberle (2007)) “최근 미국 

법원의 어떤 결들은 종교-국가의 분리 모델에서 독일의 력 모델로 나아가는 부분

인 운동으로서 보여지기도 한다”203) (Winfried Brugger) “교회-국가 간 력 인 

계가 존재하는 독일의 환경에서는, 국가가 제공되는 모든 신념들에 해 용을 지닌 

채 무차별하게 립 으로 행동한다. 를 들면, 아이들이 그들의 종교  선택에 따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장으로서 공공의 학교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신념

들에 해 용을 지닌다. 법원장 Rehnquist가 옹호했던 타 인 근방식은 ... 독

일 법률의 방향에서는 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204)(Edward J. 

Eberle (2003)). “최근의 미국 법률 조항의 신조는 학교에서의 종교 인 가르침에 한 

공 인 지원을 존 하는 독일의 교회-국가 계의 다소 독특한 방식을 표명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교회-국가 계가 사립학교에서 주의 지원을 

존 하는 하나님의 교회나 버지니아의 향을 받은 교회-국가의 분리보다는, 독일에

서의 교회-국가의 력이 미국의 교회-국가 계와 더 유사하다는 흥미로운 지 에 

서 있다”205)(Edward J. Eberle (2006)) 그리고 이에 더해 Christian Walter는 미국과 독일

이 매우 상이한 시작 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수렴하여 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

하고 있다.206) 

와 같이 독일과 미국의 학자들이 언 한 이러한 경향에는 분명히 ‘국가의 (종교

202) Edward J. Eberle, A Comment on Mark Weiner’s Neutrality Between Church and State: Missi

on Impossible (Berlin : Springer, 2007) p. 54.
203) Winfried Brugg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norms and constitutional rights in c

hurch-state-relations (Berlin : Springer, 2007) p. 176.
204) Edward J. Eberle, “Free Exercise of Religion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Tul. L. Re

v., Vol.78 (2003) p. 132.
205) Edward J. Eberle, “Religion in the Classroom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Tul. L. Re

v., Vol.81 (2006) p. 87.
206) Christian Walter, Religionsverfassungsrecht: in vergleichender und internationaler Perspektive 

(Mohr Siebeck, 2006)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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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성’이라는 용어가 차지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 본고에서의 연구의 가설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장에서는 이 어드는 차이가 국가의 립성이란 원칙 에 

언어  융합 안에 반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러하다면 어떻게 그것이 작용하는지에 

해 탐구할 것이다.

한편 이 장에서는 상 국가들의 헌법규범해석에 있어서 ‘정교분리’논법보다는 ‘

립성원칙’ 논법을 고려하는 것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두 부분, 즉 공

교육에서의 종교의 역할과 종교 인 상징들이 공  공간에 시되는 것에 한 질문

들에 주안 을 두고 보기로 한다. 여기서 살핀 본 연구의 핵심 인 발견은 한 조건에

서 어떤 동일한 개념들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던 것이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같은 용어가 활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심히 찰하지 않으면 그에 

한 실제 인 의미의 이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결에서 다

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 립성’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만, 실지로는 한쪽은 ‘배타

 립성’을, 한쪽은 앞과는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포함  립성’을 그 의미로 삼

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한 쪽이 립성을 만족한다는 명제도, 는 립성에 

어 난다는 명제도 하지 못하거나 불만족스러울 물음인 것이다. 이 경우의 올바

른 물음이라면, “그 한쪽의 립성은 어떤 립성인가”를 묻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표 된 규범  언어의 겉이 아닌 속의 의미를 세심히 밝 내고, 언어 속에 내

재된 실제의 논쟁 사항이 무엇인지를 밝  낸 후에 비로소 그 해결을 가능  하는 규

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안에 ‘ 립성 원칙’을 더욱 제고하여 고려하는 것

이 타당한지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시작 은 사법부 자체의 언어이다. 종교-국가 계라는 핵심 인 역에

서 일어난 사례들을 검토하는 방법은 입법부, 행정부의 언어나 정치인의 언어, 종교인

의 언어 는 일반 비종교인의 언어 등 다양하겠으나, 헌법학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주로 결을 검토하는 것이 되어야 와 같은 문제 상황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상하여 그 검토를 하 으며, 결과 으로 그러한 략은 뒤에서 보다시피 연

구에 있어 꽤 성공 인 결과물을 주었다. 다음 장은 특히 미국 법원과 독일연방헌

법재 소의 례들에서 립성 원칙의 역할을 보다 심층 으로 비교하여 다룰 것이

다. 다만, 랑스의 경우에서만은 역사 이고 사회 인 이유로 인해 앞에서 살펴본 

로 동 문제는 정치(입법) 역에서 주도권을 쥐고 개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입법

역에서 ‘정치  용어’로서 쓰 던  한 함께 검토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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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공교육과 종교

독일, 랑스, 미국 세 국가 모두에서 공교육은 통 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한 통치의 보존을 하여 가장 필수 인 시민제도”207)이며 “그 안에서 사회의 문화

인 기 가 원칙 으로 계승되고 개선된다”208)고 받아들여져 왔다. 그 세 국가의 조

건에서 주요한 차이는 종교 인 교육 내지 강의를 존 하는 방법인데, 독일은 그 교

육 내지 강의를 공교육의 교육과정으로서 애 에 헌법조항에 의해 포함시키고 있고, 

나머지는 그 지는 않다는 것이다. 

본래 엄격한 정교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공  역에서 종교의 향력

을 최 한 배제하려고 한다. 공  역 에서도 특히 교육 분야는 이러한 정교분리 

원칙이 가장 우선 으로 지켜져야 하는 곳이다. 국가는 합법  폭력의 독 체라는 베

버류의 언 을 굳이 떠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군 나 감옥처럼 ‘경성 인 강

제’는 아니더라도, 국가가 보장하는 공  제도로서의 학교는 한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그리고 자유로워야 할 나이의 어린 개인이 정신  성장을 해 나가도록 인도하는 교육

이 이루어지는, 정신 이고 ‘연성 인 강제’가 용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 이러

한 학교는 본질 으로 성인이 되면 국가 기 들 그 자체의 구성권이라는 매우 요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시민들을 재생산하는 기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식을 독

으로 갖춘 소수 엘리트의 배타  통치 체제가 아니라 모든 이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근  국가에서 국가 기 의 구성권을 가지는 시민

들의 명징한 (공 ) 이성과 단력의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와 같은 이유 등에 의거하여 랑스와 미국에서는 종교교육이 정식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데 비해서 유독 독일 공교육에서는 일반 으로 종교가 다루어

진다.209) 교수자들이나 어떤 조건의 학생들210)에게는 그 참여가 자발성을 갖기도 하

지만, 어 든 독일 공교육에서 종교 강의는 정식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고 다른 수업

207) Abington v. Schempp, 374 US 203, 230, 1963. (Brennan 법 의 보충의견)
208) BVerfGE 93, 1 (1995).
209) 실제로 독일기본법 제7조 제3항을 보면, 특정 종교와 련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공교

육의 정식 교육과정으로서 종교 수업을 제공할 것을 정하고 있다. “”종교수업은, 무종 학

교를 제외하고는, 공립학교에서 정규교과목이다. 국가의 감독권에도 불구하고 종교수업은 

종교단체의 교리에 합치하게 행해진다. 어떤 교사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수업을 할 

의무를 져서는 안 된다.”(독일기본법 제7조 제3항).
210)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보호자가 참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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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나란히 필수 과목으로도 제공된다. 종교 수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 신에 

다른 강의들을 수강하는 것이 요구된다. 종교 수업에서 학문 인 성과는 다른 수업들

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진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는 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종교 

강의자의 보수  종교 교수자의 훈련에도 책임을 진다.211) 기본법 제7조 제3항은 종

교 강의의 교리 인 내용은 각각의 종교 단체의 교의와 일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각자의 신념에 따라 각각의 종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역사, 문화, 일반 도

덕에 한 강의뿐만 아니라 종교 인 교리에 해서도 수업을 받게 되는 형태를 취하

고 있는 것이다.212)

경험 으로 독일 역사에서 정교유착으로 인한 공권력의 부패와 시민에 한 부당한 

부담과 억압, 그리고 규모 쟁 등의 역사  실패들이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종교  행 의 내용에 원칙 으로 포함되는 종교

 언술은 신의 명령과 같은 월  근거를 제  간 제로 한다는 에서, 물

질  는 비물질  재화의 분배로 이해되는 정치과정에서의 비 월  근거만을 (공

) 담론의 기 로 삼는 세속  언술과 그 종교  언술이 서로 호환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 인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공립학교에서는 기본법 조항에 근거

하여 재에도 종교수업이 정규과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에서 규

범 으로 (엄격하든 엄격하지 않든) 정교분리 내지 세속국가성이란 것이 존재한다고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독일사회에서 교회의 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 으

로 보여 다.213) 그래서 독일기본법에 내포된 정교분리원칙 내지 국가의 종교  립

성의 가장 큰 항은 기본법 조항 제7조  제136조 이하 등 그 자체라고 하는 지

이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기본법 제7조 제3항은 “종교수업은 종교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

에서는 정규과목이다”214)라고 명시함으로써 종교수업이 학교의 정규과목으로 시행되

211) Ingrid Brunk Wuerth. “Private Religious Choice in German and American Constitutional Law: 

Government Funding and Government Religious Speech,” Vand. J. Transnat'l L., Vol.31 (1998) 

p. 1148-9.
212) 16개의 독일 지역 에, 베를린, 멘, 그리고 란덴부르크 지역만 강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수업을 정식 교육과정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Edward J Eberle.(註 206) 

다른 지역에서는 다양한 종교 수업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강의자는 종교 련자거나 교사

인데, 각각 종교단체나 학교 교직원에 의해서 교재와 교육과정이 채택된다. 어떤 지역에서

는 종교 단체가 종교수업을 방문하고 모니터할 권리를 갖는다. 교직원들은 학교의 리나 

교육 방침에 한 동의를 확인한다. Wuerth(註 211), pp. 149-50 참조.
213) Wuerth(註 211), p. 1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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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분의 주에서는 종교수업이 필수과목으

로215) 운 되고 있다. 

Ⅰ. 학교기도시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인 활동으로서 법 으로 가장 쟁 이 되었던 것은 학교

기도시간(school prayer, Schulgebet. 이하 ‘학교기도시간’이라 함)이다. 학생의 기도는 

그것이 학생 개인의 사 인 기도인 한, 의사표 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로서 보

호되고 이 은 법 으로 쟁 이 되지 않는다.216) 학교기도시간은 개인이나 단체, 학

생들의 사 인 기도와 달리 학교에 속한 교수자에 의해 지도된다는 차이가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 학교기도시간은 역사 으로 일반 인 것이었으며, 양자 모두 사법

 논쟁의 상이 되었다. 두 나라 사법기 의 결론은 서로 달랐다.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특정 종교와 계없는 학교기도시간을 인정하는 반면에 미국에서 학교기도시간

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통 은 양국 모두 국가의 종교  립성을 단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 독일 

 (1) 사회  배경

정교문제  학교에서의 종교수업과 련하여 독일에서 재 가장 논쟁 인 주제는 

다음 두 가지이다. 즉, 제2차 세계  후 경제부흥의 기조에 따라 수십년에 걸쳐 이루

어진 독일 이민유입의 역사  그에 따른 무슬림인 국민의 인구비율 증가라는 사회  

상의 귀결로 나타난 이슬람 종교수업, 그리고 이슬람 종교수업을 하는 교사의 채용 

214) “Der Religionsunterricht ist in den öffentlichen Schulen mit Ausnahme der bekenntnisfreien Sc

hulen ordentliches Lehrfach”(독일 기본법 제7조 제3항).
215) 물론 앞서 보았듯이 많은 독일인들은 통 인 기독교 가치의 보존에 바탕을 두고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사회  안정과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철용(註 22), 

405면 참조.
216) 이와 련하여, 베를린 행정법원은 2009년 9월 29일 내린 결에서 이슬람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허가한 바 있다. 학교 측은 국가 립 원칙에 의해 학생들에게 기

도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주장하 으나, 법원은 학생들의 기도가 종교 활동의 자유를 

릴 권리에 포함된다고 시하 다. Verwaltungsgericht Berlin, docket no. VG 3 a 9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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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문제이다. 

독일은 독일 내 학교에서 무슬림 학생의 수가 재 약 80만 명에 이르고 이는 체 학

생의 6~7%를 차지할 만큼 사회통합을 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

슬람 종교단체의 연합기구가 결성된 이후에도 이 기구가 기본법상의 종교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슬람 종교교육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2005년 연

방행정재 소가 이슬람 종교단체 연합기구를 종교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종교단체라고 

인정함으로써 이슬람 종교수업에 새로운 기가 마련되었다.2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종교수업에 한 진보와 보수진 의 입장은 모두 부정

인 것이 실이다. 보수진 에서는 독일 사회의 정체성 혼란을 우려해 이슬람 종교수업

에 반 하는 반면, 진보진 에서는 종교수업 자체를 반 하고 정교분리의 세속화를 강

조하기 때문이다.218)

이 두 가지가 특히 가장 최근에 학교에서의 종교수업에 요하면서도 민감한 이슈

로 면에 등장하 고 련된 논쟁은 갈수록 커져가는 양상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논쟁이 리 퍼지게 된 한 요한 발요인인 학교 기도에 한 결 한 요하

게 부각되었다.

(2) 1979년 학교기도시간 결 (연방헌법재 소)

1) 사실 계  배경

1979년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학교기도시간 결219)은 두 가지 경우를 다루게 되었

다. 학교기도시간을 ‘ 지’하려고 하는 것이 첫째의 경우이고, 학교기도시간을 ‘실행’

하려고 하는 것이 앞과 조되는 둘째의 경우이다.

첫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학교는 학부모들이 반 를 표명한 이후, 다른 부모들이 

지속 으로 학교 기도에 문제제기를 하 으나, 해당 학교의 두 학 에서 학교 기도를 

유지하는 이 의 행을 확정지었다. 헤센 주 헌법재 소는 학교 안의 특정 종교와 

련 없는 자발 인 기도가 학부모나 학생의 반 를 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결을 

내렸다. 헤센 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종교의 자유는 개인이 종교  신념을 노출

217) 상세한 은 이철용(註 22), 406면 등. 
218) Von Campenhausen/De Wall(註 16), S. 239f.
219) BVerfGE 52, 223. 이후 ‘학교기도시간 결’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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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반 할 권리를 포함하는데, 이 침묵할 권리는 무한하다. 기도 참여를 거부하

는 학생들은 자신의 종교  신념을 표출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만약 학생들이 비

자발 인 기도 참여나, 기도가 끝난 후에 교실에 들어갈 것을 강요받는다면, 종교의 

자유에 있어 학생의 기본 인 권리는 침해될 것이다.”라고 시하 다. (1 BvR 

647/70, BVerfGE 52, 223 (225))

이어서 두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학생의 아버지는 학교기도시간을 유지하는 학교

의 행에 반 하 다. 라인-베스트팔  주행정법원은 학교기도시간에 학생들이 반

함에도 그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을 내렸다. 학생

들이 모든 수업에 출석할 것이 강요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실을 떠남으로써 기도에

서 배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방행정법원은 학생들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기도시간을 떠나거나 조용히 남아있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주 법원의 

결을 번복하 다. 그러나 모든 부모들은 학교기도시간이 진행되고 학생들은 이를 거

부할 수 있다는 에 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한 기도의 빈도나 소요시간은 

합리 이어야 하고, 각 강의의 앞뒤 시간에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여 시하

다. 연방행정법원에 의하면, 학교기도시간이 이러한 제한을 두고 이루어진다면, 기도

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심  고통을 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종교수업 

참여여부와 련하여 자신의 종교  신념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소극  종교의 자

유의 제한에 해당하는데, 결국, 소극 인(negative) 종교  자유는 극 으로 자신의 

종교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막을 수 없으며, 극  자유를 넘어서는 소극  자유

의 헌법상 우선권이 없다는 것이 연방행정법원의 입장이었다.(1 BvR 7/74 

BVerfGE 52, 223 (226))

연방헌법재 소는 이 두 사례를 다루는 결에서 학교에서 종교 인 발언이 가능한

지, 종교 수업 밖에서 어떠한 종교  발언도 지되어야 하는지에 해 다루었다. 연

방헌법재 소는 교 (Interdenominational) 학교 결220)을 언 하 는데, 이 결에 

따르면, 학교에서 기독교 인 언 (reference)을 하게 될 경우, 학교는 기독교 교리의 

수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종교의 내용이나 세계 에 열려 있어야 하게 된다. 

일반 과목에서 기독교 교리에 해 가르치는 것은 종교 교리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서

양의 역사와 문화의 일부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서양 역사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을 고

려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특정 종교와 련이 없는 학교기도시간은 정식 교과 과정도 

아니며 기독교의 문화  가치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결에 따르면, 학교기도시간

220) BVerfGE 4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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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무 이거나 구속 인 교과과정이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학생에게든 교수자에게

든 자발 으로만 행해져야 한다. 이 게 자발 인 참여를 제안하는 요소를 포함함으

로써 학교기도시간은 종교의 자유의 제한을 상쇄하는 균형을 갖게 된다. 결에 따르

면 학교기도시간이 의미가 있기 해서는 “[그런 학교는] 신앙에 근거하여야 하겠지

만, 그 학교는 기독교 인 신앙을 인 진실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러한 신앙을 자발 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나 가능하다.” 즉, 연방헌

법재 소는 자발 인 참여 조건 하에서만 학교기도시간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학교가 학교기도시간을 개최할 극  권리를 가진다고 본 것은 아니다.

2) 시사항

연방헌법재 소는 학교기도시간 허용에 한 부모 혹은 학생의 반 를 고려하여 의

무 인 학교기도시간은 허용되지 않으며, 학생은 학교기도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교실

을 떠나는 선택을 해도 된다고 결하 다.221) 학교기도시간 참여에 한 거부가 결

과 으로 학생을 소외시킬 우려에 하여는 교사들이 학생들 간의 용과 존 을 보

증할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한 실제 인 차별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연방헌법재 소는 결 당시의 종교에 한 거부 상은 독일 사회에 이미 

일반 이며, 그것이 도시와 지방 사이에서, 상이한 학교 유형에 따라 그리고 연령 에 

따라 나타나는 특별한 상은 아니라고 인정하 다. 이러한 제에서, 학교에서 종교 

내용을 거부하는 것이 “정상 (normal)”인 조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222) 그리고 이러한 단에 기 하여 학교기도시간 참여 거부가 차별을 야기하

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법원은 한 학생들이 특히 이거나 비

용 인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 는데, 이 

에서는 결정이 그때그때 경우에 기 하여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223) 

 결은 학교기도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한 차별에 한 의문은 다음과 

같은 맥락 안에서 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제자와 그들의 보호자 측에서 친기

독교 인 발언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 이는 종교  입장이 다른 학생들을 

차별 인 고립으로 이끈다는 우려와 일치한다.” 게다가 “다원 인 사회에서는, 그리고 

221) BVerfGE 52, 223 (243).
222) BVerfGE 52, 223 (245). 
223) BVerfGE 52, 223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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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임을 포기한 사람들을 더 이상 외 인 경우로 두지 않는 시 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은 종교수업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224)

3) 향  평가 : 종교  립성과 독일의 학교 기도

한편 이러한 학교에서의 기도와 련해서 독일 내에서는 그 구체 인 규범  허용

과 한계에 한 해석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련해  례와 비교해볼 수 

있는 한 사례가 최근 등장하 다. 2011년에 독일 연방행정법원(BVerwG)은 베를린의 

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학교 측에 수업 시간 이외 시간에 학교의 바닥에서 이슬람 의

식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학교 측은 거부한 사건에서, 학교의 

그러한 조치가 합법 이라고 결정하 다.225)

요컨   학교기도 결에서 립성이라는 언어가 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체 으로 보면 일반 으로 참여를 강제하는 학교기도시간은 립성과는 거리가 있

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결은 학교기도시간 허용의 세부  기 으로 자발  

실행이라는 기 을 부여하 다. 이것은 국가의 종교  립성이 종교교육에 한 헌

법상의 근거 조항이 있는 독일의 공교육에서도 용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립

성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기 결에서보다 더 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는 이 의 후반부에서 십자가 결 등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그 후 여러 

결을 고찰하면서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미국

미국에서는 국가의 립성에 해 비교  더 명확한 언어가 학교기도시간이 포함된 

사례들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선 연방 법원의 1962년 6월 25일 결(Engel v. Vitale)과 다음 해 6월 17일 결

(Abington School District v. Schempp)은 미국 건국 이래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는 공

립학교에서의 기도를 완 히 지시켰다. 즉 학교가 주최하는 어떠한 기도나 성경공

224) BVerfGE 52, 223 (245). 
225) 2011년 11월 30일의 연방행정법원 결(BVerwG 6 C 20.10.)을 참조. (독일연방행정법원 홈

페이지 http://www.bverwg.de/entscheidungen/entscheidung.php?ent=301111U6C20.10.0 최종 속 : 

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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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헌이라는 취지의 례 다. 그러나 당장 종교교육 폐지가 순탄하게 이해되었

던 것은 아니었다. 일단 곤란에 처한 측은 바로 학교 다. 한마디로 그동안 ‘정상 ’

이자, 정기 으로 가르쳐왔던 학교에서는 그 성경공부가 지되자 교사들은 종교 

련 주제들을 피하는 것으로 처했고, 학생들은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상태에 놓

다.  결 이후 실제 교육 장의 시행에서는 상당기간 종교문제에 해 당한 

언 의 방법을 찾지 못하는 혼란의 시기를 겪었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의 신앙의 시

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  련자들의 항감과 항행 는 꾸 히 이어

졌다.

그리고 재,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는  례에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 부활하고 

있다. 그리고 정식 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성경공부 그룹이나 그 기회는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공부가 수업시간 직 , 는 방과 후 과외시간 등에 학내에서 

는 커피 이나 개인 가정에서 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그날의 첫 시간

인 과학시간이 시작되기 30분 에 도착한 아이들은 정작 화학 방정식이나 생물학보

다는 신앙에 한 질문으로 수업이 시작된다. 퍼스라이 미니스트리( 학부 선교단체) 

지역 담당자가 이러한 시간을 담당한다.226)

이러한 공립학교에서의 기도의 부활, 즉 신앙의 재등장을 다수의 미국인들은 큰 거

부감 없이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은 미국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이

러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립학교가 사람들을 민주주의에 참여시키기 해 존재한다

면, 다양한 형태들의 종교들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면서227) 공립학교에서의 

종교나 신앙 이해가 으로 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공립학교가 세속주의의 원칙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는  두 례에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 지조항(the 

Establishment Clause)을 반하게 되는 일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이에 미국의 공

립학교에서의 종교  립성의 문제의 핵심이 놓여 있으며, 이에 한 리딩 이스로

서 검토해야 할 것이 바로 Engel 결과 Schempp 결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례를 주요 례로 살펴보고, 기타 련된 례를 살펴보면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226) Lee Lawrence, “School prayer: 50 years after the ban, God and faith more present than eve

r,”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3.6.16.) (http://www.csmonitor.com 최종 속 : 2013.12.1

0.) CMS에 따르면 이러한 알라스카 노차포카 고등학교 모습이 사법부의 례에 의해서 공

립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진지 50년 만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 Ibid.
227) 교육 문잡지(Religion & Education) 편집장 마이크 와고 (Mike Waggoner)의 발언, in Lee 

Lawrence(註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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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교  립성의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1) Engel v. Vitale 결

학교기도시간과 련하여 최 로 미국 연방 법원이 주목할 만한 결을 내린 것은 

1962년의 Engel v. Vitale 사건이다.228) 

1) 사실 계 

뉴욕 뉴하이드 크 내 공립학교 학생의 유 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 다. 뉴욕

주 학교 감독 원회에 의해 작성된 “ 능하신 신”이라고 힌 자발  기도가 자신들

의 종교  신념에 배치된다는 이유 다. 원고들은 랍비 조직, Ethical Culture라는 조직 

등 유태인 조직들을 포함하여 학교 기도에 반 하는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문제된 기도는 다음과 같다. : “ 능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가 당신께 의지하고 있음

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선생님들과, 우리의 

나라에 임하기를 구합니다. 아멘.”229)

원고들은 수업 시작 시간의 그와 같은 기도는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주에 용

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국교설립 지조항을 침해한다고 주장하 다. 수정헌법 

제1조  “의회는 국교 설립과 련한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 그것이다. 22

개 주 정부는 기도의 합헌성을 인정한 뉴욕 주 항소법원의 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

하는 법정조언자의 의견서에 서명하 다. 그와 반 로, 미국 유태인 원회, 미국 시

나고그 평의회, 미국 민족 연 는 각각 법원에 하여 심 결을 번복하고 기도가 

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 다.

2) 시사항

법원은 공무원에 의해 학교일과를 짧은 기도로 시작하는 행 를 헌이라고 단하

다.230) 

228) Engel v. Vitale, 370 US 421 (1962).
229) 원문은 다음과 같다. “Almighty God, we acknowledge our dependence upon Thee, and we b

eg Thy blessings upon us, our parents, our teachers and our country. Amen.” Engel v. Vitale, 

370 US 421,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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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o Black 법 이 작성한 다수의견에서, 연방 법원은 정부가 작성한 기도문은 

공립학교에서 낭독되어서는 안 되며 반할 경우 이는 국교설립 지조항의 헌  침

해라고 시하 다. 다수의견  반 의견은 6  1이었다. 결 선고 에 Felix 

Frankfurter 법 이 뇌 풍으로 인하여 은퇴하 고, Byron White 법 도 결에 참

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7인이었다. 다수의견은 교회와 정부의 분리의 요성에 

하여 16세기 국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긴 역사  서술을 통해 설명하 다. 다수의

견은 학교 기도는 기도라는 속성 그 자체로부터 종교  활동이며 학생들에 하여 그

러한 종교  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국교설립 지조항의 반이라고 하 다. 따라서, 

종교  신념을 증진하기 한 목 으로 국가 공무원에 의해 만들어진 이 로그램은 

헌법 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한 다수의견은  학교 기도가 특정한 종교를 존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기도는 자발 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의견은 어떤 종교의 

단순한 장려이며 심지어 그것이 강제 이지 아닐지라도 충분히 국교설립 지조항에 

반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은 나아가 기도문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장려한다

고 하기에는 그 표 이 모호하다는 사실도 충분한 방어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 다. 

여 히 그 표 은 (“ 능하신 신”을 인정하는) 일군의 종교들을 장려하며, 국교설립

지조항을 침해한다는 것이다.231) 

3) 립성에 한 평가

Douglas 법 은 보충의견에서 립성이란 화두를 내세웠다. “수정헌법 제1조에 의

거한 정부의 지 , 즉 ‘정부는 립 이어야 한다’에 의하면 ‘신학이나 종교  의식에 

무 심할 것’이 요구된다”232)며 다음과 같이 부언한다.

“연방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는 정부를 종교에 한 오가 아닌 

립의 치에 두었다. 이러한 철학은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로 하여  그들 자신

의 방식으로 살게끔 하는 것이다. 이 사상은 만약 정부가 정신 인 문제에 해 개

230) Engel v. Vitale, p. 422.
231) Engel v. Vitale, pp. 425-32.
232) Engel v. Vitale, p. 443. 이 부분에서 Douglas 법 은 ‘세속 인 목 ’이 있는 경우 종교

 기원을 둔 법률이 헌법에 배되지는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McGowan v. Maryland 결

을 근거로 들었다. McGowan v. Maryland 366 U.S. 420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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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다면 그것이 불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한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역에서 립 인 정부가 모든 종교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친다

.”233)

    
(2) Abington School District v. Schempp 결

1963년의 Abington School District v. Schempp 결234)은 성경을 읽는 맥락과 펜실베

이니아와 메릴랜드의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을 연결지어 립성 원칙

을 좀 더 정교하게 하 다.  

1) 사실 계

이 사건은 펜실베이니아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에 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학

생들에게 매일 일과를 시작하기 이 에 성경을 읽도록 하고, 주기도문을 낭송하도록 

하는 주 법률과 시 규정이 문제되었다. 

학교 수업의 시작 부분에서,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공립학교 학생들은 성경에서 

어도 10구 을 읽을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읽기를 완료한 후, 학교 당국은 모든 

Abington 지역의 학생들에게 주기도문을 암송할 것을 요구하 다. 학생들은 부모로부

터 학교로 보내는 서면 확인이 있으면 이 실행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련된 사건으

로 통합된 Murray v. Curlett 사건의 경우 볼티모어 주법(statute)이 공립학교의 공개 강

의에서 성경 읽기 는 주기도문 암송을 요구하 다. 무신론자인 머 이와 그의 어머

니는 이러한 필수  기도 요구가 헌 이라고 주장했다.

2) 시사항

이에 하여 연방 법원은 비록 학생들이 읽는 내용이 주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는 종교 인 활동이라는 이유로 국교설립 지 규정에 배된다고 시하 다. 즉 

학생들에게 매일 일과를 시작하기 이 에 성경을 읽도록 하고, 주기도문을 낭송하도

록 하는 주 법률과 시 규정은 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속 인 교육 로그램의 

233) Engel v. Vitale, p. 443.
234) Abington v. Schempp, 374 US 203 (1963).



- 119 -

한 내용으로서 성경이나 종교를 객 으로 공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 다.235) 

다수의견은 Alphonso Taft 법 의 미발간된 의견을 인용하여, “정부가 립 이라

는 것은 모든 것을 보호하며 어느 것도 편애하지 않고, 어느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

는다는 것이다”라고 시하 다. “ 립성”의 의미로 되돌아와 연방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법원의 사례에서 말해주는 건 한(wholesome) ‘ 립성’은, 유력한 종 나 단체

가 통치와 종교의 기능을 통합하 거나, 하나가 다른 것에 의존하게끔 하 거나, 국

가나 연방정부가 하나의 교리나 모든 정통  논리(orthodoxied)의 뒤에 세워졌다

는 역사의 교훈에 한 인식에서 나온다. 국교설립 지조항은 이것을 지한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종교  행 로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것과 주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은 “정부는 보조함에 있어서든 박해함에 있어서든 엄격한 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는 수정헌법 제1조의 명령”을 반하는 것이다.

3) 립성에 한 평가

Brennan 법 의 보충의견은 립성의 원칙을 좀 더 깊이 고찰한다. Brennan 법

은 수정 제1조의 엄격한 립성 요구와 “종교에 한 공 인 오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할 것” 사이의 애매모호한 경계가 있다고 시인한다.236) 이 에서 그는 

학교기도시간과 군  목사를 구별 짓는다.237) “모든 신념의 문제에서 국가는 확고부

동한 립을 지켜야하는” 반면에, 군  목사를 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감옥에서 

종교 인 숭배를 지한다면 국가는 “ 립성이 아닌 오(hostility)”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238) 이와 유사하게 Goldberg 법 과 Harlan 법 의 보충의견은 립성과 

오 간의 경계선을 논하 고, 립성이 종교에 한 국가의 간섭을 통제하면서 “ 립

성의 개념에 해 깨우치지 못한 채 헌신하는 것”은 헌법에서 지했던 오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 다.239) 이 보충의견은 “ 립성 개념에 한 헌신은, 단지 헌

법에서 주장하는 비참여나 비간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동 이든 수동

235) Ibid., p. 225.
236) Ibid., p. 245.
237) Ibid., p. 296-9.
238) Ibid., p. 299.
239) Ibid., p.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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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은연 에 강제 인 세속주의, 종교에 한 오라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고 같은 쪽에서 상술하 다.240) 

이와 의견을 달리한 Stewart 법 은 “만약 교육이 종교의 문제에서 진실로 립

이려면 원하는 자에게 [종교 인] 행 를 허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지 않으면 국가의 립성은 “세속 인 종교를 낳거나, 혹은 종교 인 행 들은 반드

시 사 으로만 행해져야 한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그 밖의 결들

와 같이 Engel v. Vitale 결과 Abington School District v. Schempp 결은 미국 

건국 이래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는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를 완 히 지시켰다는 의

미를 가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에 한 사법  해석을 묻는 소송의 제

기가 이어지는데, 아래에서는 이를 살펴보면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립성

의 문제를 더 깊이 검토해보기로 한다.

1) Wallace v. Jaffree 결

1985년 Wallace v. Jaffree 결241)에서 연방 법원은 침묵의 순간이 국교설립 지조

항을 반하는지의 여부를 다루었다. 앨라배마 주 법률이 기도할 때 학생들에게 침묵

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정부가 종교에 한 완 한 립성을 추구

해야 한다는 설립된 취지와 일 되지 않는 종교에 한 지지(endorsement)” 가 있다고 

단하 다.242) 반 의견 한 립성 개념에서 근거를 찾았다. Burger 법 은 이 

결이 “종교에 해 립성이 아닌 오를 드러낸다”고 주장하 다. 헌법 단 기

은 종교의 수용을 허가하는 “호의 인 립”이며 “무자비한 무 심”이라기보다는 “완

히 립 이고 비강제 인 조건”이라는 것이다.243) 반 의견에서 Rehnquist 법원

장은 국교설립 지조항은 더 이상 국가의 립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를 

헌법제정의 역사에서 찾았다.244) 

240) Ibid., p. 306.
241) Wallace v. Jaffree, 472 US 38 (1985).
242) Ibid., p. 60. 
243) Ibid., p. 90. 
244) Ibid.,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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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nquist 법원장은 반 의견에서 “James Madison은 수정헌법 제1조를 종교와 비

종교 사이에서 정부의 역할에 해 립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서술하

다. 그리고 “8월 15일 의회에서 발언한 그 어떤 의회의 구성원도, ... 정부는 마땅히 

종교와 비종교 사이에서 립 이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지 조차 표 하지 않았

다”245)고 하 다. 그리고 Rehnquist 법원장은 수정헌법 제1조의 제정과 련하여, 노

스웨스트 법령(Northwest Ordinance, 1787)을 “의회가, 정부는 종교와 비종교 사이에서 

립 이어야 한다는 데 뜻을 두지 않았다는 을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지 한

다.246)

Rehnquist 주장의 핵심은, James Madison과 Virginia의 분리주의 서술방식을 채택하

여, 국교설립 지조항 역사의 “공식 (official version)으로 여겨지는 Everson 결247)을 

역사 인 에서 재해석하여 바꾸고자 하는 것이었다. Rehnquist 법원장은 “역사

가 풍부하게 보여주듯이 ... 국교설립 지조항에서 그 무엇도 종교와 비종교 사이에서 

엄격한 립을 요구하지 않고, 의회나 국가가 차별 이지 않은 분 의 방법을 통해 

법률에서 세속 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지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강조하여 서

술했다.

2) Lee v. Weisman 결 

1992년 Lee v. Weisman 결은 공립학교가 졸업식에서 학교의 지원으로 기독교 교

에 속하지 않는 유태인 성직자를 청하여 기도와 축원을 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었다.248)

가. 사실 계

사실 계는 다음과 같았다. ‘유태계 학교 원회’(Providence School Committee)의 허

락을 받아 학교 교장으로 있는 Lee교장이 학교 졸업식에서 기도와 축원의식을 집

하게 하기 해 랍비 Gutterman을 졸업식에 했다. 그 유태계 학교 졸업식에는 

245) Ibid., p. 99.
246) Ibid., p. 100.
247)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330 US 1 (1947).
248) Lee v. Weisman, 505 US 577 (1992) ; 임지  “공립학교 행사에서의 기도와 정교분리원

칙,” 「법률신문」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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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참석이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 학교 차에 따라 Lee는 Gutterman에게 비종

 기도문을 암송하라는 지침을 주었다. David Weisman은 그와 그의 딸 Deborah를 

신해 랍비 Gutterman이 그의 딸 Deborah의 졸업식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학교 측을 상 로 냈다. 그 가처분 신청은 기각당했고 Deborah는 졸업

식에 참석했다. 랍비 Gutterman이 기도를 하는 동안 학생들은 수 분 동안 서 있었다. 

그 후 Deborah가 유태계 공립 고등학교 학생이 되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도 같은 상

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상되었기 때문에 Weisman의 소송은 계속되었다. 연방지방법

원은 그 기도가 헌법상의 국교설립 지조항에 배된다고 시했고 미래의 졸업식에 

학교 측이 기도와 축원을 해 성직자를 하는 것을 명확히 지하 다. 연방항소

법원도 이 결을 인용했다. 

나. 시사항

Kennedy 법 에 의해 집필된 미국 연방 법원의 다수의견은, 공립 등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종교  기도나 축원들이 행하질 수 없다고 시했다. 추론의 과

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주(州)공무원들은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공식

이고 명확한 종교행사를 행할 것을 지시했다. Lee 교장은 어떤 기도를 행하고, 기도

를 가 주도하는지를 결정했고 기도를 해 문서화된 지침을 주었다. 심지어 종교  

행사에 반 하는 학생들에게도 그 졸업식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식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요한 사건들 의 하나이다. 졸업식 참석이 ‘강

제 ’인 것이 아니고 ‘자발 ’이라는 것은 극단 으로 말하면 형식 인 말일 뿐이다. 

공립학교에서의 그러한 기도는 특별한 강제의 험을 수반한다. 참석 학생들에게는 

같은 학생들로부터 일종의 공 인 압력이 행사되어 학생들은 그룹으로 서있게 되거나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침묵을 유지하게 된다. 그 기도에 반 하는 학생도 다른 사람

들이 기도 시 그가 서 있는 것을 그 기도에 한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수정헌법 제1조는 반 자들이 주(州)의 기능에서 종교

 원칙들과의 타 을 피하는 일방 이고 사 인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부터 그

들 반 자들을 보호한다. 기도의 내용이 ‘비종 ’이라는 사실이 정부 개입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 심 결을 인용함이 정당하다

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 과정 에서, 공립학교의 교장이 졸업식에서 랍비에게 비종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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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암송하라는 지침을 주는 이러한 행 는 졸업식장의 학생들에 한 강제 인 

향력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국가의 립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 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Kennedy 법 은 그 게 하지는 않았다.249) 그

는 “공  역(public life)의 모든 부문에서 가차 없이 종교를 배제하려는 시도들은 헌

법에 모순된다”라고 하 다.250)

다. 보충의견, 반 의견  립성에 한 평가

Blackmun 법 은 헌의 보충의견을 내었고, Stevens, O'Connor 법 이 참여했

다. Blackmun 법 은 국교설립 지조항이 정부의 강요를 지할 뿐만 아니라 종교

 행 들에 한 어떤 정부 개입도 하는 것이며 본 사건의 핵심은 주정부가 종교

 행 에 승인의 도장을 었는가 여부로 귀결될 수 있고, 본 사건에선 정부가 그러

한 승인의 도장을 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연방 법원은 

강요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그보다 더 큰 범주의 ‘종교의 자유의 최 한 가능한 

범 ’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방 법원의 결정은 강요를 지하는 것 그 이

상이 된다.”고 하 다.251) 

Souter 법 도 헌의 보충의견을 냈다. 그리고 역시 Stevens, O’Connor 법 이 

참여했다. 다음은 그 주장의 요지이다. 수정헌법 제1조의 역사는 국교설립 지조항이 

특정 종교에 한 지원뿐만 아니라 종교 일반에 한 지원도 하고 있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지한다. 기도의 내용이 ‘종 ’인가 ‘비종 ’인가의 구별은 특정 기도가 

충분히 보편 인가에 한 헌  물음에 법원을 개입시킬 수 있다. 정부의 강요가 

있었느냐의 입증은 국교설립 지조항 반의 입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만약 정

부 강요가 국교설립 지조항 배에 필요한 요건의 하나라면, 국교설립 지조항은 

언부언이 될 것이다. 미국 헌법 기 자들의 술과 행들을 통해 볼 때 주정부의 강

요에 한 단순한 지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국교설립 지조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252)

이 Souter 법 이 작성한 보충의견은 Wallace v. Jaffree 결에서 헌법제정자들의 

249) Ibid., p. 592. 
250) Ibid., p. 598. 
251) Ibid., p. 606. 
252) Ibid., p.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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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의도에 기반을 둔 Rehnquist 법 의 립원칙 비 에서 제기된 ‘국가의 립

성’이라는 논 을 제공한다. Souter 법 은 Rehnquist 법원장의 입장은 종교에 

한 비특혜 (non-preferential) 정부지원(state promotion)을 허용한다고 설명하 다. 그는 

직  “조항의 문맥 발 의 역사”를 검토하 는데, 그 게 검토해볼 때 ‘국가의 립

성’이 보장되어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이를 기각하 다. 

본 사건 결에서 Scalia 법 의 반 의견은 이러한 보충의견에 한 이의를 제기

하고 있는데, 법원장 Rehnquist와 White, Thomas 법 이 이 의견에 합류한다. 

일단 심사기 에 하여 보면, 본 사건 결에서 Scalia 법 의 반 의견은 연방

법원이 Lemon v. Kurtzman 결에서 나온 3단계 심사를 용하지 않은 것은 Lemon 

심사기 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한 례법상의 원칙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보았다.253) 

이에 비해 Kennedy 법 과 Souter 법 은 비록 Lemon 심사기 을 용하지는 않

았지만 이를 인정하고 인용하기는 했다. Stevens 법 과 O’Connor 법 이 가담하

고 Blackmun 법 이 집필한 보충의견은 Lemon 심사기 이 여 히 모든 국교설립

지조항 련 사건들에 용된다고 보았다. 

한 내용 으로 보았을 때, 해당 행 가 합헌이라는 Scalia 법 의 반 의견 주

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졸업식 등 공 인 축하행사에서 비종  기도를 행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통이다. 헌법 기 자들에서 재의 통령, 연방의회, 연방 법원

에 이르기까지 정부지도자들은 기도로 공 인 기능들을 시작했다. Deborah는 기도하

도록 강요받지 않았다. 기도하는 군  속에 서있는 것이 반드시 그 기도를 승인한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  믿음에 한 존 의 표시

이며 우리 학교들이 길러야 할 한 시민으로서의 덕성이다. 국교설립 지조항은 불참 

시 벌칙의 이 따르는 종교  행 가 주(州)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지할 뿐이다. 

이 의견은 특히 “국가의 기원에서 기도하는 자는 통치에서의 행사와 선언의 한 

부분이었다”는 을 지 하 다.254)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립성을 논의하지는 않았

다.

 

3) 기타 최근의 결

253) Ibid., p. 633. 
254) Ibid., p. 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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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교기도시간을 규제한 최근의 사례  2000년 Santa Fe v. Doe 결에서

는255) 학교 축구시합 에 학생에 의해 주도되는 기도의 실시가 쟁 이었는데, 법원

은 학교에 의해 조장된 종교  메시지의 선택이 특정 운동모임(corp)에서 활용되었다

는 이유로 헌 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은 국가의 립성에 한 논 을 제공

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최근의 국교설립 지 규정이 문제된 Mitchell v. Helms, 530 

U.S. 793 (2000), Good News Club v. Milford, 533 U.S. 98 (2001) 사건도 역시 Lemon 

심사기 을 언 하지 않고 결정되었다.256)

3. 랑스

랑스는 학교기도시간을 지하고 있다. 랑스 헌법 제1조에 명기된 ‘laïque’(비종

교 , ‘종교  립’)이라는 헌법  근거에 의해 랑스 공립학교에는 학교기도가 없

다. 그리고 공무원인 교사들은 종교  믿음이 있을 경우 이를 비공개 이고 사 으로 

유지하는 것만이 권장된다. 그들은 그것을 공개 으로 표시하면 교장 등 책임자로부

터의 지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보, 해임 등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와 같이 학교기도시간은 명확히 지되기 때문에 이에 한 직  사례가 최근

에 례로 드러난 것은 오히려 찾기가 드물다. 다만 유사 사례와 그에 한 최근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크게 두 주제에 한 것이다. 첫 주제는 배장소에 한 국

가보조 지출에 한 것이다. 표 인 사례로 1969년 3월 7일의 Lille 결을 들 수 

있다257). 이 결은 Lycée(국립 고등학교)등이 집되어 있는 지역의 배당건설에 

한 국가보조 지출이 정교분리법 제1조, 제2조  Debré법 제1조 제3항에 비추

어258) 법하다고 시한 것이다. 

이 결은 라이시떼와 국가의 립성 원칙에 하여 1905년 정교분리법 제2조를 인

255) Santa Fe v. Doe, 530 US 290 (2000).
256)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지지(승인) 이론에 한 비 은 Steven D. Smith, “Symbols, Per

ceptions and Doctrinal Illusions: Establishment Neutrality and the ‘No Endorsement’ Test,” Mic

higan Law Review, Vol.86 (1987) 참조.
257) 이에 해서는 C.E., 7 mars 1969, Ville de Lille, Dalloz-Sirey, 1969, Jurisprudence, p. 279 ; 

지규철(註 7), 154면을 참조.
258) 재의 교육법  L. 제141-2조 제2항에 한 Debré법 제1조 제3항은 “국가는 공립학교학

생에게 배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를 확보하기 하여 유익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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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즉, “헌법 제2조에서 확인된 라이시떼 원칙은 …… 1905년 12월 9일의 

법률 제2조의 문언을 빌리면, 공화국은 어떤 종교도 공인하지 않고, 어떤 배에 하

여도 여를 지 하지 않으며, 보조 을 지 하지 않는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명시

으로 정교분리법 제2조를 기 로 해서 헌법상의 라이시떼의 원칙을 해석하는 태도

는 그 후의 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연 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기도 혹은 배행  자체의 허용여부이다. 최근 랑스는 학교에서의 기도

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학교에서의 기도행 의 제한을 넘어 학교 학생들에 

의해 에 띄는 종교  상징의 착용을 지하고 있다. 나아가 한 길거리에서도 기

도하는 행 를 지하고 있다. 이에 해서는 랑스의 라이시떼 내지 국가의 종교  

립성의 모를 악하는 매우 요한 재  상황이므로 이후의 학교에서의 상징의 

문제  공  역에서의 기도를 다룰 때 각각 언 하도록 한다. 

 

Ⅱ. 종교  상징 

1. 독일

(1) 사회  배경

유럽에서는 집이나 학교 등 실내에 십자가 는 수상(crucifix, Kruzifix. 십자가에 

못 박힌 수의 수난의 상으로서 十字苦像, 십자가상이라고도 칭해짐. 이하 수상이

라 함)을 게시하는 습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습은 기독교  통이 깊은 지역일

수록 더욱 강하다. 독일 남부의 주들이 주로 그런 에 속하는 데 를 들어 바이에

른 주 법률은 1983년부터의 모든 등학교 교실에 십자가 는 수상을 게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독일의 사회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 독일 연방 헌법 재 소의 이른바 

1995년 공립학교 내 수상 결이다. 

(2) 공립학교 내 수상 결 (연방헌법재 소)

1) 사실 계  시사항 요지



- 127 -

이 1995년의 사건에서는 십자가와 수상이 모두 문제되었지만 둘 에 하나만 표

시하여 통상 이 결은 ‘ 수상(Kruzifix) 결’이라 칭해지고 있다.259) 이 사건에서는, 

종교  상징을 공립학교 교실에서 게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는 

1995년 5월 16일에 내려진 연방헌법재 소의 결정으로서, 이 결정을 통해 모든 등

학교 교실에 십자가 는 수상을 게시할 수 있음을 규정한 1983년부터의 바이에른 

등학교 규정(Bayerische Volksschulordnung)의 해당 부분이260) 헌 이고 무효라고 

결정되었다. 

이 사안에서는 수 세기 동안 수많은 기독교의 통들이 일반 으로 사회의 문화  

토 와 결합된 사실에 해서 다루어지게 되었는데, 연방헌법재 소는 그 주(州)의 모

든 등학교 교실에 십자가 는 수상을 게시할 수 있음을 규정한 바이에른 주 법

률에 하여, 학생들의 종교  자유는 물론이며 학부모들의 종교  자유와 부모로서

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시하 다.

2) 법정의견

종교의 자유란 내심의 신앙의 자유와 그에 따른 행 의 자유 모두를 내포한다는 것

이 다수 의견의 출발 이었다. 종교의 자유는 “공유될 수 없는 신앙 의식의 행 ”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한 포함하고 있다.261) 다양한 신념들이 공존하는 사회 안에서 

개인은 다른 이들의 종교  상징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극 으로 주장할 수는 없

으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신념, 그리고 그것의 제의와 상

징의 향을 강요할 수 없다. 기본법 제140조  바이마르 헌법 제136조 제4항은 종

교  행사에 개인의 참여를 강요하는 것을 명백히 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본법

은 “다른 종교의 신 자나 립 인 종교 단체들의 공격이나 방해에 항해 …… 지

켜주는” 개인의 종교 생활을 한 보호 역에 해 국가에 의무를 부과했다. 종교의 

자유 조항에 해서 연방헌법재 소는, “[그 조항은] 다양한 종교와 종 에 한 국가

259) BVerfGE 93, 1. 뒤에서 볼 1973년 법정내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수상이 

모두 문제되었지만, 둘 에 십자가 하나만 표시하여 통상 으로 ‘법정내 십자가(Kreuz im 

Gerichtssaal)’ 결이라고 불리어 이 결과 구별되고 있다. BVerfGE 35, 366.
260) 원문은 다음과 같다. § 13 Abs. 1 VSO: Die Schule unterstützt die Erziehungsberechtigten be

i der religiösen Erziehung der Kinder. Schulgebet, Schulgottesdienst und Schulandacht sind Mög

lichkeiten dieser Unterstützung. In jedem Klassenzimmer ist ein Kreuz anzubringen. Lehrer und 

Schüler sind verpflichtet, die religiösen Empfindungen aller zu achten. 
261) BVerfGE 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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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립성의 원칙을 내포한다. 국가 안에는 상이한 는 이기까지 한 종교 ·

이데올로기  신념 체계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며, 국가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립

성을 유지하기만 하면 평화로운 공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시하 다. 

 결에서 법원은 국가(州)는 사회의 종교  평화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하 다. 바이마르 헌법 제136조 제1항과 련하여, 제4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40조를 인용하면서 헌법 조항은 국가 교회의 설립과 다른 신념 체계에 

해 특정 신념을 우 에 두는 것을 지한다는 을 확인하 다. 국가는 다양한 종교

와 수 으로나 사회  지 에 있어서 힘이 약한 집단의 세계 에 해 동등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종교  공동체와 국가의 연합 는 지지는 “특정 종교 단체와의 동일

시”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262)

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권과 기본법 제4조 종교의 자유에는 특

정한 종교와 세계 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

들은 “나쁘거나 해롭다”고 생각되는 신념으로부터 자녀들을 지킬 권리를 가진다.263) 

연방헌법재 소는 바이에른 주의 법령이 이러한 기본  권리를 반했다고 단했다.

학교에서 그러한 마주함을 강요하기 때문에(이것은 일종의 참여의 강요로 볼 수 있

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와 마주칠 수밖에 없으며 “십자가 아래에

서” 공부해야만 한다. 교실에서 십자가에 노출되는 것과 교실 이외의 곳에서 다양한 

종교  상징물에 노출되는 것 사이에는 주요한 차이가 있는데, 자는 국가에서 비롯

되었다는 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국가에서 비롯되지 않은 다른 상징들에 노

출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것은 사회 내의 상이한 종교  신념의 존에 기인하

며 “동일한 수 의 불가피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비록 일상생활에서 노출될지도 모

르는 종교  상징들을 개인들이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일반 으로 그것은 비 강압

인 “스쳐 지나가는 우연한 만남”일 뿐이다. 

나아가 이 결은 1973년의 법정내 십자가 결264)을 참조하면서, 교실의 십자가가 

법정의 십자가보다 “지속성과 강도에 있어서” 더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했

다. 일 이 1973년의 법정내 십자가 결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법정에서의 십자가의 

존재는 州(국가)와 기독교  신앙의 “동일시”를 지시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이해한 유

태인 출신 신청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시하 다.

262) BVerfGE 93, 1.
263) BVerfGE 93, 1 (15).
264) BVerfGE 35,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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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에 의해 이러한 상징과 마주할 것이 강요되더라도, 그 상징이 종교 ·교

의  의미가 없다면 문제의 소지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분 으로 

기독교에 의해 형성되어온 서구 문화에서의 단순한 문화  상징이라기보다는 기독교

라는 종교의 종교  상징이라는 것이 이 사례에서의 헌법재 소의 다수의견이었다. 

십자가는 교의  의미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다수의견은 설시한 것이다.

 결은 십자가는 “[기독교의] 신앙의 상징인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인 죽음을 통해 원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함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사탄, 죽음, 세계의 

지배에 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기도 한다 : 시련과 승리 모두.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해,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경과 경애의 상이 된다. 십자가를 갖춘 

건물이나 방의 시설은 오늘날에도 여 히 주인의 기독교  신앙의 고양된 언명으로서 

이해된다. 기독교가 그것에 부여한, 그리고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지켜 온 십자가의 

요성 때문에, 비기독교인이나 무신론자에게 십자가는 특정한 종교  신념과 그 

도에 한 상징  표 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시하 다. 

십자가를 교실 벽에 거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  그 메시지와 동일시하게 하거나 어

떤 행동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교과 과정에 향을 주

는 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지속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십자가는 호소  성격을 지니며, 따를 가치가 있는 본보기로서 그것이 상징하는 신

앙의 내용을 인정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나이, 개인  확신, 그리고 비  평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 인 향에 민감하다. 비록 신앙의 자유에 한 제한은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제한은 헌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

서 다수의견은 “헌법  근거에 따른 정당화사유”가 부재했다고 보았다. 국가가 교육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제한을 부과할 정당성이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다. 

국가는 학교를 세우거나 조직하고 교육의 목 과 교과과정을 결정할 수는 있다. 그

리고 국가는 교육  권한을 완수하기 해 종교  련사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신념의 자유를 포 으로 보장하고 그에 따라 종교 ·세계  립성에 스

스로 구속되는 것이 국가”이기는 하지만, 국가는 “문화 으로 승된, 역사 인 기원

을 지니는 가치와 신념 태도들, 즉, 사회의 결속이 토 를 두며 그 고유의 임무 수행 

한 근거를 두는 그러한 가치와 신념 태도들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부모들

로 하여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도록 규정하는 주는 종교 으로 향을 받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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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해 부모들이 갖는 희망사항을 고려할 수도 있다. 기본법은 극 으로 신념을 

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만 “다원주의 사회에서 모든 교육 인 이념들을 충분

히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교 으로 다원 인 사회에서 소극  종교의 자유와 

극  종교의 자유 사이의 불가피한 긴장은 “모든 사람들이 합리 으로 수용할 수 

있는 충안을 찾는” 주(州) 입법 기 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교실에 십자가를 게시하는 것은 헌법 으로 허용된 범 를 넘어서는 것이다.  

결에 따르면, 학교는 “기독교  신앙에 해 배타 인 믿음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도 행 ”를 해서도 안 된다. 학교는 기독교의 역할을 요한 문화  향으로만 인정

해야 하며, 특정한 교의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문화  요소는 한 

다른 종 에 한 용의 요구를 포함한다. 기독교  세계 에서 이러한 들은 그것

이 교의  가르침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다른 세계 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종교  자유에 한 기본  권리를 인식하려는 노력을 내포하는 것이다”265)

십자가는 그 종교  내용과 상징이 제거될 수 없으며 “서구의 문화  통의 일반

인 징표 정도로 축소될 수”는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서구 세계

를 형성한” “서구  신념의 …… 본질 인 핵심”을 상징화할 때 그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으며 오히려 종교  자유에 한 “그들의 기본 인 권리의 

실천에 있어서 다수에 의해 거 된다.”266) 이에 따라 법원은 기독교 학교가 아닌 공

립학교에서 십자가를 시하는 것은 기본법 조항 제4조 제1항 하에 헌이라고 결

했다. 더욱이 십자가를 시하는 것은, 가령 다수의 학생들이 극 인 종교의 자유

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믿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극 인 종교의 자유

에 근거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한다. 결과 으로 발생하는 기본권의 충돌에서, 기본

권이란 특별히 소수를 보호하기 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

서는 안 된다”.267) 학교가 헌법 으로 종교  행 에 해 여지를 남기게 되는 한 –

종교  수업, 학교 배, 그리고 다른 종교  실천의 경우에 있어서 – 이것들은 자발

이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을 해 비차별 인 안들이 마련되어야 한

다. 이것은 십자가가 교실에 걸려 학생들이 십자가의 존재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르다.

265) BVerfGE 93, 1 (19).
266) BVerfGE 93, 1 (20).
267) BVerfGE 9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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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 의견  립성에 한 평가

이 사건에서 Seidl, Söllner, Haas 재 은 개별 인 주에 교육의 책임을 부여하는 

기본법의 연방주의  도식을 강조하는, 소수의견으로서 반 의견을 제기했다.268) 그들

의 에 따르면 연방헌법재 소의 결은 다른 지역의 보다 바이에른 주의 지

역  환경에 근거해야 한다. 바이에른 주 헌법은 주의 한 교육의 목표를 표 하

는 동시에 공립학교가 “기독교 종 의 공통 인 가치와 그것에서 도출된 윤리  규

범”의 원칙에 근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기독교의 

정”은 교의에 련된 것이 아니라 서구 문화의 형성에 있어서 기독교의 결정 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 입법 기 은 등학교 기 과 련한 칙을 제정하는데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즉 십자가가 각 교실 벽에 필수 으로 걸려있게 한 것에 한 

결정은 입법 기 의 권한 내의 것이다. 교실의 십자가는 “ -종 인 기독교 ·서구

 가치와 윤리  기 ”을 표 하며 주 입법 기 은 “ [그 주에] 살고 있는 시민의 

다수가 기독교에 속한다는 사실”을 따를 수 있다. 이 소수의견은 그러므로 교실에 십

자가를 거는 것은 “환 받거나 최소한 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269) 학부모들이 

공립학교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국가는 가능한 한 학부모들의 가치를 지지

할 지도 모른다. 교실에 십자가를 거는 등의 행 가 가 될 수 있다. 반 의견에서는 

교실의 십자가는 나치 시기 동안 침해되었던 바이에른 주의 오랜 통을 내포하고 있

음을 강조하기도 하 다.

자신들의 립성에 한 이해를 구하면서 이 세 명의 반 의견의 재 들은 교실

에 십자가를 시하는 것에 하여 이것이 “주의 세계 , 종교  립성의 의무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본법 아래에서 종교  립성은 “무 심 내지

는 세속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교회들  종교 단체들 간의 

동으로 해석될 것이다. 교실에서 십자가의 단순한 존재는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

도 아니며 이는 학교가 선교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립성은 “주에 

의한 종교단체의 장려를 포함해 주와 교회와 종교단체들 간의 동의 의미”에서 이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 의견은 교 학교(Simultanschule, Interdenominational 

School) 사건(41 BVerfGE 29)을 언 하면서 기본법 하의 립성이 기독교  종교개념

268) BVerfGE 93, 1 (23).
269) BVerfGE 9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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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소개하는 것을 교육과정에 넣는 것은 그것들이 최소한의 강제성만을 띠는 한 이

를 허용한다고 지 하 다. 교실에 십자가를 게시해 두는 것은 “학생들을 특별한 분

기나 행동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학교를 선교기 화 하는 것도 아

니므로” 십자가를 거치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270)

그리고 이 재 들의 반 의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권과 련한 종교의 자유는 

아무런 침해를 받은 바가 없다. “만일 -종  학교 기도회가 본질 으로 헌법 으

로 용인 가능한 것이라면 교실에 십자가를 두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로 옳다.”271) 청

구인들은 자신들의 소극  ‘신앙의 자유’에 한 념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

이 믿는 종교의 상징물을 수상 에 게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이 용(寬

容)하고 싶지 않은, 그들이 공유하지 않는 종교  확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수상

을 치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소극  종교의 자유는, 극  종교의 자유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양자 간에 필요한 조정은 상호 간 인내에 의하

여 확보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듯 다수의견을 비 하면서 반 의견을 피력한 재

들은 이 결의 법  단은 수상의 신학  의미에 근거해 결정될 수 없는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수상을 보게 되는 학생들에 한 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들에 한 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비기독교 학생의 시각에서는 “교실에서의 수상은 기독교신앙의 상징의 의미를 가지

지 않고 기독교로 표상되는 서양 문화를 내포하는 상징으로 단지 여겨질 수도 있다. 

동시에 어떤 학생에게는 본인이 공유하지 않고, 거부하고 어쩌면 거기에 맞서 싸우는, 

어떠한 종교  확신의 상징일 수도 있다.”272) 이 에서 비기독교인 학생들에 한 

수상의 의미를 제로 하더라도, 학생들이 교실에 게재된 십자가를 인내해야 한다

고 반 의견은 주장한다. 반 의견은, 학생들이 견딜 수 없는 짐을 짊어지는 정도는 

아니며 그 심리  향은 작다고 한다. 교실에서의 수상 게시는 학생들에게 종교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침해의 원칙에서 그 용인된 

범 를 과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 학교기도시간 사안과는 달리 학생들은 자신

의 반 를 명시 으로 표 할 필요가 없으므로 따라서 차별의 어떠한 험도 없다. 

학생들은 “선교  열의”에 의하여 부당하고 헌 인 향을 받지 않으며, 교과과정

상의 “직  향”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공공장소에 십자가가 어디든 상

270) BVerfGE 93, 1 (24).
271) BVerfGE 93, 1 (25).
272) BVerfGE 9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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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바이에른의 특수한 환경도 고려의 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은 “학생

들은 일상생활의 다른 많은 장소에서, 심지어 소한 교회 밖에서도, 십자가의 형상을 

마주친다. 바이에른 주에서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길가의 십자가들, 호텔이나 스토

랑은 물론이며 병원이나 고택과 같은 상업  건물의 수많은 십자가들, 그리고 마지막

으로 개인 주택에 있는 십자가들도 그 로 언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273) 이러

한 특별한 환경 하에서, 교실의 십자가는 “평범한 일이며, 어떤 선교  목 도 그것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반 의견의 입장이었다.

3) 비교 례

독일의 정교 계에 있어서, 이 수상 결은 매우 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와 비교해볼 수 있는 유럽인권재 소(ECHR)의 결이 존재한다. 보통 Lautsi 

사건  그 결로 불리는 이것은 유럽인권재 소의 ‘ 수상 결’으로 한 칭해지

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핀란드 출신이고 이탈리아 국 인 Soile Lautsi라는 여성청

구인이 이탈리아에 있는 자녀의 학교에 있는 수상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내용이었다. 이탈리아 국내법원에서 계속 패소하자 Lautsi는 이를 유럽인권재

소에 제소하 고, 이에 해 동 재 소의 재 부(a Chamber of the Second Section)는 

수상을 교실에 비치하는 것은 학생들이 종교와 상 없이 교육받을 권리, 사상과 종

교에 한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유럽인권 약의 반이 있으며 이탈리아 정

부가 정신  피해에 한 보상을 그에게 해야 하며 자료 5000 유로를 지 하라고 

2009년 11월 3일에 결했다. 그런데, 이는 이탈리아 체에 큰 논쟁을 불러왔고, 

2010년 1월 28일에 이탈리아 정부는 정식으로 재 부(Grand Chamber, 17명의 재

으로 구성된 최종 재 부)에 항소를 했고, 재 부는 이 의 례를 변경하여, 

수상의 게시가 유럽인권 약의 반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결정을 2011년 3월 

18일에 내렸다.274) 유럽연합 회원국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유럽인권재 소의 

입장에 따라 내려진 결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술한 독일의 수상 례와 

결론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 동 례에 해서는 여러 비평과 논의가 재에도 진행

되고 있다.275) 

273) BVerfGE 93, 1 (27).
274) Lautsi v. Italy, App. No. 30814/06, 2011 Eur. Ct. H.R. (G.C.).
275) 유럽인권재 소의 정교 계에 한 례  리딩 이스로 분류되는 이 사건에 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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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1) 사회  배경

십자가, 십계명과 공공시설에 한 여타의 종교  상징의 문제보다 21세기 미국에

서 정교문제에 있어 더 많은 이슈를 발한 것은 없을 것이다.276)

를 들어, 2013년 재 랫헤드(Flathead) 국립 산림 속에 있는 연방 소유의 토지

에 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유지하는 사안에 한 갈등이 이것의 한 가 된다. 1955

년 재향 군인에 의해 건립된 이 수 동상은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the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으로부터 수정 헌법 제1조  국교설립 지조항의 반이라

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동상의 유지를 지지하는 이들은 역사 인 기념물로 그 동

상을 보고 있고, 그 반 자들은 종교에 한 국가의 원조로 보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싸움은, 버지니아의 자일스 카운티(Giles County)에서도 최근 진행된 바 있다. 여기서

도 역시 반복 으로 문제되는 바로서, 어떤 이에게는 십계명의 게시는 역사이거나 문

화 내지 습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종교에 한 국가의 지지가 된다.

재에도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싸움의 근원과 그와 련한 국가  종교

 립성의 내용에 한 법원의 태도를 알아보려면 표 으로 Stone v. Graham 

결이 검토되어야 한다.

(2) Stone v. Graham 결

미국에서의 공립학교 교실에서의 종교  게시물 문제에 해서는, 공립학교 교실에

서 십계명을 게시할 것을 규정한 터키 주법을 헌이라고 한 미 연방 법원의 

Stone v. Graham277) 결에서 잘 나타난다.

들은 매우 많은 편이다. 그 표 인 는 다음과 같다. Grégor Puppinck, “The case of Laut

si v. Italy: a synthesis,” BYUL Rev. (2012) pp. 873-1071 ; Carlo Panara, ““Lautsi v. Italy”: Th

e Display of Religious Symbols by the State,” European public law Vol.17 No.1 (2011) pp. 13

9-168 ; Lorenzo Zucca, “Lautsi: A Commentary on a decision by the ECtHR Grand Chamber,”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11 No.1 (2013) pp. 218-229 등. 더 자세한 목

록은 ECLJ, “SELECTION OF DOCUMENTS ON THE “CRUCIFIX CASE” : Lautsi and other

s v. Italy” (http://eclj.org/resources/lautsi/ 최종 속 : 2013. 12. 10.) 참조.
276) 이와 같은 들에 한 인식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로는 : http://www.first

amendmentcenter.org/religious-symbols-on-public-property-trigger-convoluted-church-state-debates. 

최종 속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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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의 의미는 먼 , 필수 인 종교  상징 는 그에 한 필수  가르침은 그

러한 메시지에 한 정부의 원조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학교

는 십계명을 세속 인 을 통해 보기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역사  종교

 기 는 그것들이 종교 인 의미의 것임을 반박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1) 사실 계

Stone은 각 공립학교 교실에서 십계명의 게시를 필요로 하는 터키 법에 도 하는 

부모의 그룹  하나 다.

사건의 논쟁에서 한 참고사항이 된 것은, 16cm x 20cm 사본의 하단에 “십계명의 

세속 인 용은 서구 문명과 미국의 보통법 속의 기본 법제로서 그것이 채택된 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알림사항을 표기했다는 이었다. 그리고 십계명의 복사

본은 사 인 기부로 인해 받은 돈으로 구입된 것이었고, 그것은 공립학교 교실들에 

게시되었다.

2) 시사항 (법정의견)

5  4의 결정으로, 연방 법원은 터키 주 법률을 헌이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터키 주 법률의 헌 여부를 분석하기 해 Lemon 기 을 사용했다. 이 

법은 첫 번째 조건 즉 ‘입법 목 이 세속 이어야 한다’는 을 반했다는 것이다.

그 법이 세속 인 목 을 가지고 있다는 터키 주의 주장에 하여 연방 법원은 

그 지 않다고 보았다. 십계명을 게시하는 것은 교육 기능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십계명의 게시행  그 자체가 그 메시지에 한 공 인 지원을 나타내기 때

문에 복사본이 개인 기부로 구입한 것인지 여부는 상 이 없는 부분으로 간주하 다.

주 법의 목 과 련해서, 연방 법원은 터키 주 법이 어떠한 세속  목 도 가

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두드러지는 …… 그 본질상 완 히 종교 인” 목

을 띤 것이라고 결하 다.278) 터키 주는 “십계의 세속  기능”을 강조하 으나, 

277) Stone vs. Graham, 449 US 39 (1981).
278)  결에서 법원은 Lemon v. Kurtzman, 403 US 602 (1971)에서 뚜렷하게 명시된 세 개

의 검사를 용했다: “첫 번째, 법령은 그 입법의 목 에 있어서 비종교 이어야 한다. 두 

번째, 그 원칙이나 기 인 효과는 종교를 장려하거나 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마

지막으로, 법령은 ‘정부가 종교와 과도하게 얽히는 것’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Ston

e vs. Graham,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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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하고 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279)

법원은 그러한 세속  용과 상 없이 “십계는 유태인과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

서 확고하게 신성한 텍스트이며, 세속 인 목 이 제된 어떠한 입법  표명도 그러

한 사실을 가리지 못 한다.”고 보았다.280) 법원은 역사, 문명, 윤리, 비교 종교 등의 

한 학습에 있어서 성경 강독이 허용된 를, (십자가의) 시 사안과 구별하여 제

시했다. 시는 어떤 교육 인 기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학생들에게 미치

는 향은 “[그들로 하여 ] 십계를 읽고, 재하고, 공경하고 복종하도록 유도할 것

이다.”고 시하 다. 

3) 반 의견(Rehnquist 법 )  립성에 한 평가

Rehnquist 법 은 요컨  첫째, 법원은 게시물의 세속 인 목  여부를 결정하

는 것을 주(the State)에 유보해야 한다. 둘째, 주 의회  주 법원 모두가 게시물이 세

속 인 목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연방 법원은 이를 존 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십계명은 서양 세계의 법제들의 발 에 큰 향을 주었다”라는 세속 인 목 이 

사실로 인정되는 을 감안하면 특히 더 그러하다고 하 다.

즉 Rehnquist 법 은 법원이 공인된 입법의 목 에 반 되는 것을 무 쉽게 무

시하는 것이 일반 인 행으로 된 을 비 하며, “법원은 국교설립 지조항

(Establishment Clause) 례에서 법령의 목 에 한 입법기 의 표명들을 공식 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결은 그 입법기 의 표명들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반  의견을 제시했다. Rehnquist 법 은 “국교설립 지조항 례는 종교  의미나 

기원을 가질지도 모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공공의 역이 분리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

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기에서는 다수의견도, Rehnquist 법 의 반 의견도 

립성의 언어를 표면 으로 서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립성에 한 단이 자

의 경우는 배제  립성의 의미로, 후자의 경우에는 포  립성의 의미로 그 기

에 와 같이 제되어 있는 것이다.

279)  결에서 법원은 “마지막 계율 아래 작은 씨로 게시의 목 과 련한 문구가 다음

과 같이  있다: 십계를 세속 으로 용하는 것은 그것이 서구 문명과 미국의 일반법

의 요한 합법  코드로서 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서술하 다. Stone vs. Graha

m, p. 40.
280) 그리고  결은 “십계는 군가의 부모를 찬양하는 것, 살인이나 학살, 간통, 도 질, 

증, 탐욕과 같은 논쟁 인 세속  문제들에 스스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

다. Stone vs. Graham, 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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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랑스

랑스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도 에 띄는 종교  상징물의 착용을 

지하는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재의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종교  상징에 

한 입법  사법 역에서의 논쟁  담론의 개와 그 황에 해서는 이 에서 

‘종교 인 의상’을 논할 때 함께 보는 것이 효과 이므로 그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한

다. 

Ⅲ. 종교 인 의상

공립학교에서 교사들이 종교 인 의상을 착용하는 문제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문제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 다. 학생(혹은 학부모)의 시각에서, 교사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종교  의상을 착용하는 것은 정교 계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나 종교 인 의상

을 입는 교사의 시각에서 그것은 자신의 종교  자유를 행사할 기본 인 권리의 문제

이다. 이것은 종교 인 상징과 련된 경우들과 유사하지만, 동시에 그것과는 다른 기

본 인 차이 이 있다. 즉, 그것은 문제되는 권리(권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공무

원인 교사라는 이다.281) 

1. 랑스 

(1) 2004년 법의 사회  배경

랑스의 공립학교에서 교사들이 종교 인 의상을 착용하는 문제는 그간 례 등으

로 논란이 되어왔었다. 그러나 그 모든 규범  논의가 결정 으로 응축되어 나타나고 

 확정된 것은 2004년 라이시떼에 한 법률, 즉 “학교에서의 비종교성과 노출된 종

교 인 상징에 한 법”(“Loi française sur les signes religieux dans les écoles publiques”, 

이하 ‘2004년 법’)에 련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법의 성립까지의 

281) 학생과 교사  어느 구도 “교문에서 ... 그들의 헌법 인 권리를 버리고 들어가지 않

는다,” Tinker v. Des Moines, 393 US 503, 506 (1969). 같은 사안이 다양한 표 , 즉 ‘특별

권력 계’(besonderes Gewaltverhältnis) 등등 아래 논의되었던 독일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

다. 그러나, 공립학교에서 교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자유 행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

는가는 논쟁의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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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향  규범  망을 립성 개념을 고려하여 다루어보도록 한다.

1) 크 유(Creil) 사건으로부터의 시작

1989년 가을 리 북쪽 크 유(Creil)의 한 학교에서 시작되어 국 으로 확산된 

학교에서의 머릿수건 착용과 련된 논쟁은, 종교 인 의상이라는 특정 주제에 련

한 논쟁인 동시에 정교 문제 반에 련하여 랑스에서 종  이후 가장 크고 장기

인 논쟁을 만들어 내었던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사건은 몇 년 간의 논쟁을 거

쳐 마침내 ‘비종교 인 공화국’을 천명하는 2004년 3월 15일의 법인, ‘종교  상징 착

용 지법’282)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법이 양원에서 채택되기까지는, 2003년 7월 3일 

자크 시라크 당시 통령의 요구에 따라 <공화국에서 정교분리원칙의 용>을 심의

한 20명의 원( 원장 베르나르 스타지 Bernard Stasi)283)이 내놓은 최종 보고서284)와 

장-루이 드 (Jean-Louis Debré) 하원의장의 책임 하에 구성된 원들의 보고서285)가 

커다란 역할을 하 다. 물론 이 보고서들은 랑스가 ‘비종교 인 공화국’임을 선언하

다.

2) 정치인들의 가담

2004년 법286)의 등장은 정치 역에서 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287) 혹자는 한마디

282) Journal Officiel 118 du 22 mai 2004.
283) 이들 원은 다양한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 : 정치인으로는 Michel Delebarre(사회당), Nell

y Olin( 운동연합), 학자로는 Gilles Kepel과 Patrick Weil, 교육부 표로 Maurice Quénet, 

Hanifa Cherifi, 종교문화연구가로서 가톨릭 표 René Rémond, 로테스탄트 표로 Jean 

Baubérot, 이슬람 표로 Mohamed Arkoun, 그 외에 철학자 Henri Peña-Ruiz, 사회학자 Alain 

Touraine 등이 그들이다. Le Monde 2003.9.10.
284) B. Stasi, Laïcité et République. Rapport de la commission de réflexion sur l’application du p

rincipe de laïcité dans la République remis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e 11 décembre 200

3 (Paris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4).
285) J.-L. Debré, Rapport fait au nom de la mission d’information sur la question du port des sig

nes religieux à l’école (Paris : Assemblée Nationale, 2003).
286) 이는 즉 교육법(code de l'éducation)에서 하나의 조항(Article L141-5-1)을 다음과 같이 서술

한 것이다. “Dans les écoles, les collèges et les lycées publics, le port de signes ou tenues par 

lesquels les élèves manifestent ostensiblement une appartenance religieuse est interdit. Le règlem

ent intérieur rappelle que la mise en œuvre d'une procédure disciplinaire est précédée d'un dialo

gue avec l'élève.” Loi n°2004-228 du 15 mars 2004 - art. 1 JORF 17 mars 2004 en vigueur l

e 1er septembr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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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말하자면 “정치인들의 장악(politicians take over)”288)이라고 말하기도 한다.289) 보다 

한정하자면 유력 정치인의 발언으로 시작된 사회  논란이 언론을 통해 첨 화되면서 

이 논란은 이를 해결하기 한 법률제정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에 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내무부장  사르코지는 랑스의 무슬림들을 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모스크(이슬람 사원) 건설을 지원하고, 이슬람 성직자 양성

을 해 이슬람 신학교 설립을 재정 으로 지원하자는 주장을 하 다. 이는 1905년 

정교분리법 제2조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의 수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지원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랑스의 주요 정치인인 그의 상으로 인하여 더 큰 

장이 일었다. 그는 당시 2007년 통령 선거에서 집권당(UMP) 통령 후보로 선택될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시 이 정교분리법안이 채택된 지 100

주년이 되는 해 다. 100주년에 한 의의를 되새겨 기념해야할 시 에 랑스에서 

사르코지의 발언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1905년 법안의 수정에 한 논란이 뜨거워

졌다. 사르코지는 자신의 2004년 서 「공화국, 종교 그리고 희망」에서 1905년 법, 

특히 ‘국가는 어떠한 종교에도 재정 지원할 수 없다’는 법의 수정을 희망하 다. 이는 

즉각 으로 여론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동시에 통령을 비롯한 다수 정치

인, 지식인들의 반 를 불러오게 되었다.290)

한 2003년 4월, 당시 내무부장 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는 이슬람 조직인 UDOIF 

연례회의에서 히잡착용을 반 하는 발언을 하 고, 이는 언론에서 치열한 쟁 이 되

었다. 

이 자리에서 사르코지는 격려사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이슬람 청 들에게 신분증의 

사진에서 머리가 드러나야 한다고 조언하며 기조를 바꾸었고 이슬람 청 들은 강하게 

반발하 다. 언론은 즉각 으로 이를 이슈화시켰고 이는 11개월 뒤 머릿수건법이 통

과될 때까지 계속되었다.291) 이러한 사르코지의 정치 행 들은292) 결국 2004년 법이 

287) 보다 자세한 것은 Jean Baubérot. “Les mutations actuelles de la laïcité en France au miroir d

e la Commission Stasi,” 72nd Congress of Acfas, Montréal, Québec: 2004 ; Dominique Maillar

d, “The Muslims in France and the French model of integration,” Mediterranean quarterly, Vol.

16, No.1 (2005) pp. 62-78 ; 국내 문헌으로는 오 주(註 34) ; 박단(註 32) (특히 45-76면) ; 

지규철(註 7) (특히 65-87면)등 참조.
288) Bowen(註 34), pp. 98-112.
289) 자세한 것은 Françoise Lorcerie의 설명을 참조. 그는 2003-2004년의 이슬람의 베일(veil)의 

“정치화”를 “정치  기획의 승리”로 표 하고 있다. Lorcerie, op. cit.(2005) p. 132-124.
290) 박단(註 32), p. 56.
291) 이 당시에는 랑스가 머릿수건에 한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된 시기이기도 했다. Bo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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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되게 발한 원인이자 배경이 되었다.

3) 평가

그러나 당시의 사실 인 면을 생각해보자면, 법률 제정 당시 랑스 내 종교와 

련된 사회  갈등이 강제  해결을 요할 만큼 첨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은 오히려 랑스 학교 내에서 머릿수건 착용을 둘러싼 분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293) 그리고 ‘베일을 강요받는 피해학생들’이 

직  입법 인 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르코지의 쟁

화로 인하여 정치 역에서는 논의가 진 되었고,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입법화 논

의와 련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두 기 에서 각각 원회가 설립되었다.

(2) 두 원회(Stasi, Debré)

1) 원회의 목 과 설립과정

이 두 원회는 2003년 공화국에서 라이시떼 원칙의 용 문제, 특히 학교에서 베

일을 쓰는 문제를 연구하기 해서 각각 설립되었다. 2003년 7월 3일 자크 시라크 당

시 통령은 20명의 원을 소집하도록 요구하고, 원장을 베르나르 스따지(Bernard 

Stasi)로 하여 <공화국에서 정교분리원칙의 용>을 심의하도록 하 다. 당시 이 원

은 다양한 부류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치인으로는 Michel Delebarre <사회당>, Nelly 

Olin < 운동연합>, 학자로는 Gilles Kepel과 Patrick Weil, 교육부 표로 Maurice 

Quénet, Hanifa Cherifi, 종교문화연구가로서 가톨릭 표 René Rémond, 로테스탄트 

표로 Jean Baubérot, 이슬람 표로 Mohamed Arkoun, 그 외에 철학자 Henri 

Peña-Ruiz, 사회학자 Alain Touraine 등이 그들이다.294) 이에 더하여 입법부에서도 원

(註 34), p. 123이 지 하듯이, 2003년 9월과 2004년 2월 사이에 랑스의 3  신문(Le Mon

de, Figaro, Libération) 에는 각각 이슬람의 머릿수건에 한 기사가 평균 으로 하루에 두 

건씩 올라왔다.
292) 역설 이게도 (그 에는) 랑스 정치 엘리트  유일하게 머릿수건 지에 반 했던 사

람이었던 사르코지는 후에 그의 4월 19일 간섭(April 19 intervention)을 “4월 21일에 한 

나의 답변”으로 표 했다. 이 4월 21일이란, 그  해인 2002년 4월 21일 르 펭(Le Pen)이 

선의 first round에서 사회당의 선두주자인 Lionel Jospin을 이긴 날을 의미한다. Bowen(註 

34) p. 102.
293) Bowen(註 34),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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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소집되는데, 장-루이 드 (Jean-Louis Debré) 하원의장은 그의 책임 하에 소  

드  원회를 구성하 다. 

2) 원회 운  

가. Stasi 원회

이 Stasi 원회는 사회과학  논거를 수집하고 객 으로 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상징  갈등으로 명명하고 논의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단 으로 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직 인 당사자인 베일을 쓰고 있는 이슬람 여성은 참석하여 발언할 

기회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Baubérot의 회상을 살펴보면295) 원회에 가입할 때 법안에 반 하는 성향을 가졌

던 회원들까지 결과 으로 법안에 찬성하도록 하는 집단 내부  과정을 악해볼 수 

있다. 즉, 2005년의 Baubérot의 서296)에 따르면, 일단 희롱당한 이슬람 여성들의 매

우 감정 인 증언이 소수 있었다. 그런데 비록 이에 한 사회과학  증거가 존재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  “이슬람의 ”의 인상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해당 증언

들의 표성은 사실상 확증되지 않았다. 나아가 Stasi 원회는 가장 한 흠결이 

있었다. 바로 실제로 머릿수건의 실에 한 자체 조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 아니면 

어도 머릿수건의 빈도와 동기에 한 활용 가능한 사회 과학  증거를 검토해보지 

않은 이 그것이다.297) 이 게 명백히 편향된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실제로 베일

을 착용하는 이슬람 여성은 아무도 원회의 증언에 받지 못하 다.298) 이는 어

느 정도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결과를 이끌어내기 한 원회 운 이 아니냐는 지 을 

받을 수 있는 이다. 이 듯 Stasi 원회 내부에서 본 Baubérot299)의 회고에 따르면, 

294) Le Monde, 2013.9.10. 기사 참조.
295) Stasi 원회의 반  의견자로는, EHESS에서 “비종교성(laïcité)”에 한 교수직을 맡고 있

는 명한 사회학자 Jean Baubérot가 있었다.
296) Baubérot, op. cit.(2005), p. 265.
297) T Jeremy Gunn. “Religious freedom and Laïcité: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Fran

ce,” BYU L. Rev. (2004).
298) 이 거 한 (정치 ) 기획(enterprise)는 조사 원(rapporteur) 슈바르쯔(Remy Schwartz)에 의

해 교묘하게 조정되었다는 이 지 된다. 슈바르쯔는 국사원(Conseil d'État)에서 정부의 m

aître de requêtes로, 베일에 한 법원의 자유주의 인 결에 인 것으로 알려져왔으

며 이 법안에 처음부터 호의 이어 왔다고 한다. Lorcerie, op. cit.(2005), p. 16.
299) Baubérot, op. cit.(2005),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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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권리들’은 “지배 인 사상”이 되었고 이는 기에 법안에 호의 이지 않았

던 회원들마 도 법안에 찬성하도록 변화시켰다.

표 으로 이민 문가인 Patrik Weil의 가 있다. 그는 “스카 를 착용하거나 다

른 이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개별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공립학교들을 장으

로 사용하는 근본주의자 집단의 국가 략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바꾸었

다.300) 여기서 유의할 은, 비록 Weil이 그 가를 알고 있었음에도, 필연 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개인 인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개조하자고 한 것이

다: “나는 랑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불행한 결과로 공립학교에서 다른 사람에

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스카 를 착용하길 원하는 이슬람 소녀들의 권리가 

부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301) 흥미롭게도, Weil의 매우 권리 심 인 법안 설

명에는 공화국의 통합이나 유 를 강화한다는 민족주의  측면에 한 언 이 없다. 

그런데, 민족주의  측면에 한 언 을 하 다면 이것은 분명히 기의 회의론자들

이 의를 명분으로 두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 기에는 법안에 비호의

이었던  다른 학자인 Alain Touraine은 법안은 무엇보다도 “국가  사고가 존재

한다”는 “공동체주의자를 향한 메시지” 다고 시인했다.302)

Stasi 보고서는 비종교성(laïcité)이 “공화국 원칙의 핵심에 있는, 모두에게 공유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303)

나. Debré 원회 

드  원회는 비종교성(laïcité)이라는 단어의 그리스 어원이 “분리할 수 없는 총

체성(indivisible totality)”으로서의 민족(people)을 의미하는 laos임을 상기시켰고, 그들의 

입법 취지를 “독립된 공동체로 나뉘는 것에 반 하여...개인들을 하나의 불가분한 국

가 공동체로 통합하는 로젝트로서 비종교성(laïcité)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

당화하 다.304) 

300) Patrick, Weil, “Lifting the veil of ignorance,” Progressive Politics Vol.3 No.1 (2004) pp.16-2

3 ; Bowen(註 34), p. 124에서 재인용.
301) Ibid. ; Bowen(註 34), p. 124에서 재인용.
302) Bowen(註 34), p. 124.
303) 정식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Bernard Stasi, Commission de réflexion sur l’application du pri

ncipe de laïcité dans la République: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Paris :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2003). 
304) J.-L. Debré(註 285), pp.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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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회 보고서 

두 원회의 보고서인 Stasi 원회 최종 보고서305)와 드  원회 보고서306)는 

비종교성(laïcité)에 한 법을 통과시키기 한 분명한 권장사항들을 제시하 다.

4) 원회 활동 과정  보고서에 하여 - 사회학  실의 미

반

2003년 여름 사실상 베일을 둘러싼 구체 인 분쟁의 숫자는 최근 10년  최소를 

기록했다.307) 2003년 이 사안을 조사하기 해 랑스 의회의 요청으로 설치된 드

 원회 앞에서 이 수치를 보이면서 내무장  사르코지는, “그러나 공화국이 기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수치들을 고려할 때 아둔한 것이다”라고 하 는데308) 그 말

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다.309) 결정 으로, 체 랑스의 이슬람인의 12% 미만의 

사람들이 재 그들의 종교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  

실 자체가 베일을 반 하는(anti-veiling) ‘계몽 ’ 법안의 필요성을 야기했다고 결론

짓기 어려울 것이다. 드  원회에서는 “...... 랑스에서는 사실상 어떠한 사회학

 실도 반 하지 않고, 소수의 개인들에 의한 정치 인 동요로 여겨져야 한다”는 

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드  원회과 유사하게 활동한 

Stasi 원회에서도 비종교성(laïcité)과의 원한 “게릴라 쟁”에 해 이야기했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 즉 사회 반 인 이해 계의 충돌 내지 갈등상황이 아니라, 종교 

내지 민족에 한 하나의 상징  문제로서 헤드스카  문제가 돌출되어 주목받고 다

지고 있다는 은 학계의 평가 이외에도 두 공식 원회 보고서 모두에서도 볼 수 

305) B. Stasi(註 284), p. 42.
306) 정식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J.-L. Debré(註 285).
307) Xavier Ternisien, “Pourquoi la polémique sur le foulard à l’école,” Le Monde, Vol.17 (2003) 

2003년 9월 개학 당시에 랑스 역에서 베일을 쓴 학생들의 사례(cases)는 1256건이었다. 

이는 Bayrou 법령(decree)의 해이자 긴장이 고조되었던 1994년 집계된 1123건을 상으로 

비교해보아도 거의 비슷하고 약간만 상회하는 것이다. 게다가 3개월 후인 2003년 12월에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오직 20건만 남아있었고, 그  오직 4건의 경우에서만 강제  퇴

출조치가 결정되었다. 900만 명의 총 학생 에서, 이는 매우 작은 숫자이다. 
308) Debré Report(註 285), Vol.2, p. 112.
309) 한 이슬람 인구 도가 불균형 인, 빈곤한 교외 지방에 있는 체 랑스 학교의 5%

만이 베일을 쓴 학생들의 상에 향을 받았을 뿐이었다. Debré Report 2003: vol.1,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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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다.

 (3) 2004년 법에 한 의회 토론과 표결

1) 토론과 표결의 결과

법안을 둘러싼 의회의 토론을 들여다보면, 실질 인 의견 충돌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법안의 첫 독회 이후 의원 494명이 찬성했고 

36명이 반 했으며 31명이 기권했는데 여기서 보이는 유일한 정당 간 차이는 공산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 하는 경향을 보 다는 것이다. Raffrarin 수상이 제안한 법안의 

목 은 “우리 가치들의 속성”310)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개시 연설로 토론의 기조를 

설정한 이후에 연이은 연설자들은 둔하고 의례 인 단조로움 속에서 “ 랑스의 특수

성”(Clément 의원), “공화국의 방식에서 ‘함께 사는’ 원칙(Asensi 의원)”, “우리 공화국

의 신성한 가치”(Gérin 의원), “공화국 가치의 석(Brard 의원)”311), “우리 공동의 국

가 유산의 핵심 인 부분”(Paul 의원), “우리 공화국의 설립 원칙(Dionis du Séjour 의

원)”으로서의 비종교성(laïcité)과 같이 이를 옹호하는 말을 주고받았다.312)

2) “개방 이고 한” 비종교성 개념의 모순

2004년 법이 무엇보다도 다양해지는 이민 사회에 해 통합을 강화하는 조치 고, 

국사원(Counseil d'Etat)이 베일에 한 례법을 개인의 권리 보호를 희생함으로써 만

들었다는 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가혹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사회의 “다양성”을 존 하는 것으로 꾸며졌고, 심지어 “개방 이고 

한” 비종교성(laïcité)이라는 표 이 남발되었다. 실제로는 그러한 “개방 이고 

한” 면은 이 법안에서 결여되었기에 이는 잘못되었거나 아이러니한 표 으로 여겨

310) Raffarin 총리의 국회 연설(Assemblée Nationale), 148차 회기(2004년)를 참조. (www.assembl

ee-nationale.fr 최종 속 : 2013.12.10.). 
311) A. Gérin 의원의 국회 발언 (2004.2.3.) (www.assemblee-nationale.fr 최종 속 : 2013.12.1

0.). 
312) 2004년 2월 3일 국회(Assemblée Nationale)의 148, 149번째 회기 회의록 인용. (www.assem

blee-nationale.fr 최종 속 : 2013.12.10.)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의견 립은 지 상의 정

확하고 명료한 설정에 한 것이었다. 논의 결과, “노골 인(ostensible)”인 상징들을 지하

도록 최종 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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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한편 이와 련해 Stasi 보고서가 “사회의 다양성을 존 하면서(emphasis 

supplied) 통합을 구축하는 것”으로서의 시 의 요구를 담고 있다고 인식되었다는 

은 아이러니하다. 를 들어 사회당 G. Bapt 의원은 “공화주의자들”에게 비종교성

(laïcité)은 “똘 랑스 정도인 것으로 낮게 평가될 수 없으며” 신성불가침의 공간으로서 

학교의 “특유한 단일성”을 해서 베일이 억제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후에, 계속해서 

“개방 이고 한 비종교성(laïcité)”이라는 표 에 호의를 보 다.313) 더욱이 Stasi 

보고서가 출간된 지 이틀 뒤에 통령궁에서 열린 시라크 통령은 이 법안에 한 

연설을 하면서, 공립 학교에서의 “노출된” 종교  상징의 지가 “다양성”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방 이고 한” 비종교성(laïcité)과 일치하는 것임을 장시간 주

장하기도 하 다.314)

이 모든 왜곡된 표 들은 잘못되었거나 아이러니한 표 이다. 그리고 이러한 은 

이미 랑스  미 여러 학자들로부터 지 되고 있다. 당 인 어조를 배제하여 

이를 본 논문의 분류에 따라 학술 으로 구분해 보자면 이러한 형태의 라이시떼는 공

화주의  라이시떼 내지는 ‘경성’ 세속주의 모델에서의 립성 는 배제  립성이

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평가 

2004년 법의 제정과정과 그 향을 평가하자면 그것은 한마디로 공화주의  비종교

성의 승리라고 표 할 수 있겠다. 이 법은 그 때까지의 법  짐(régime)을 근본 으

로 뒤집었다. 이 법 이 에는 권리 심 이고 자유주의 인 비종교성(laïcité)의 방패 

하에서, 베일을 용인하는 것이 규칙이었고 이를 지하는 것이 외 다. 이 법 이후

에는 분명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가피한 희생을 통해 국가  통합과 유 를 목

으로 하는 공화주의  비종교성의 방패 아래, 베일을 지하는 것이 규칙이 되었고, 

이를 허용하는 것이 외가 되었다. 유일한 반 의 목소리를 낸 내무장  사르코지는 

이 법이 “ 랑스의 비종교성(laïcité)에 한 개념을 수정”하는데 이르 다고 주장했다. 

313) G. Bapt의 국회 발언 (2004.2.3.), 149차 회기, p. 1337. (www.assemblee-nationale.fr 최종확

인 : 2013.12.10.). 
314) J. Chirac, “Discours Prononcé par Monsieur Jacques Chirac,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Relat

if au Respect du Principe de Laïcité dans la Republique dans la République Palais de l'Élysé

e,” 17 décembre 2003, Paris. (http://www.jacqueschirac-asso.fr/fr/les-grands-discours-de-jacques-chi

rac?post_id=2371 최종 속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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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의 비종교성 개념은 통 으로 “종교의 권리를(종교의 자유, 종교를 릴 수 

있는 권리,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를 릴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종교 (laïque)이어야 할 것은 아이가 아니라 학교”이기 때문이다.315) 이것

은 비종교성의 립 인 요소가 이 까지는 학생들은 제하고 오로지 선생님들에게만 

용되었다는 측면에서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 은, 공화국의 가치들에 한 일치성

을 추구하는 내용은 시작부터 “다른” 측면의 비종교성이었고 계속 그래왔다는 면에서 

보면 사실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무슬림 이민자들과 련하여 랑스 공화국의 라이시떼 원칙이 재천명되

었지만, 한 번 불거진 라이시테 문제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를 기회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무슬림 이민자들의 종교 활동의 자유와 련된 많은 일들이 터져 나왔

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과 논쟁들은 결국 ‘공화주의’ 인 면의 승리로 흘러가게 된

다. ‘비종교 인 공화국’은 공화국의 주요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316) 이러한 실에서 

공화국보다 종교를 우선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르코지의 발언은 많은 반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19세기 말 교권주의자들과 투쟁하면서 공화주의자

들이 느낀 ‘공화국의 기’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기에 그토록 뜨거운 반작용

이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게다가 이런 기조의 ‘ 돌 인’ 공화주의  비종교성 

내지는 립성에 기반한 입법과 논쟁이 이후 연이어 발생한다. 2011년과 2012년에 결

쳐 일어났던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지하는 법안”에 한 일들이 그것

이다. 이는 이후 학교 이외의 ‘공공 장소와 종교’ 문제와 련하여 이어서 서술한다.

 

315) Debré 원회에서 사르코지의 증언(Debré Report 2003: vol.3, p.119, 115, 118).
316) “ 부분의 랑스인들에게 공화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의 ‘종교’이며 

‘삶’ 자체이다.” 박단, 앞의 ,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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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1) 머릿수건(Kopftuch) 결정의 배경  개요

1995년 이른바 ‘십자가- 결 Kruzifix-Urteil’317)이후 독일 역에서 거센 비 이 제기

되었고, 기야 국가와 종교의 계, 정교분리에 한 논쟁으로까지 확 되었다. 그러

한 논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1998년 공립학교 교실에서의 머릿수건 착용 문제가 발

생했고, 이른바 ‘머릿수건- 결(Das Kopftuch-Urteil)’318)이 나오면서 이 사건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사회의 정교분리 담론에 다시 한 번 요한 이슈를 제공했다. 

2003년 9월, 머릿수건에 한 당시의 뜨거운 논쟁에 해 연방헌법재 소는 무척 

논란이 많은 결정319)을 내렸다. 이것은 소  ‘머릿수건 결’로도 불리기도 하고 해당 

교사의 이름을 따 루딘(Ludin) 사건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320) 교사가 종교  의상을 

입는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독일 법정에서 다 졌지만, 공무원 신분인 공립학교 교사

로서의 고용을 거부당했던 Baden-Wurttemberg 주의 무슬림 교사의 이 사건이 동 주제

를 법 , 정치  논쟁의 최 선으로 가져왔다. 

참고로 이 례 이 의 과거에 교사가 종교  의상을 입는 문제가 다루어졌던 사안

은 다음과 같다. 1980년  후반, 독일 법정들은 그 추종자들이 붉은 의상과 바그완 

쉬리 라즈니쉬 오쇼(Bhagwan Shree Rajnesh)의 사진이 담긴 목걸이를 하는 바그완

(오쇼) 종 에 련된, 공립 학교 교사들의 종교 인 의상에 한 문제를 다루었다. 

1986년, 바이에른 주 뮌헨 행정법원321)과 함부르크 고등행정법원322)은 교사들의 자

유를 행사할 권리는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제한되므로 공립 학교 교사들은 종교  의

상을 입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결정하 다. 공립 학교들은 모든 종교에 해 

립 이어야 하며, 학교의 표인들로서 교사들도 립 으로 행동해야 하고 도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등학교의 경우에는, 매우 어린 학생들이 그들의 교사

317) BVerfGE 85, 94 (96). 
318) BVerfGE 108, 282 ff. 이 결의 내용에 한 자세한 설명은 박규환, “종교의 자유의 객

 가치질서성에 한 소고 -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히잡(Kopftuch) 결(BVerfGE 108, 28

2)을 심으로,” 「헌법 례연구(7)」 (2005) 169면 이하. 
319) BVerfGE 108, 282, p. 375. 이하 머릿수건 결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320) A. F. Von. Campenhausen, “The German headscarf debate,”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Vol.2 (2004) pp. 666-667.
321) VGH München, NVwZ 1986, 405.
322) OVG Hamburg, NVwZ 1986,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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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에 특히 향 받기 쉽다는 주장이 있었다. 도의 지는 종 의 원칙 자체

와 배치되는 것으로 밝 졌는데, 종 의 원칙에 따르면 의상을 입는 것은 사람들을 

종 에 끌어들이고 도하기 한 것이었다. 바그완 종 의 에서, 단순한 의상을 

입는 것은 자율 이었고 그 원칙 인 목 은 방해를 피함으로써 명상하기 쉽게 하려

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 소들은 공립 학교 교사들은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

기 해 교실에 있는 것이므로 가르치는 동안 의상을 입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단하 다. 연방행정재 소는 1988년에 이러한 결정들을 그 로 확인하 다.323)

 

(2) 동 결정의 사실 계

이 사건의 사실 계는 다음과 같다. 1998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문화부는 공립학

교 교사 페 슈타 루딘(Fereshta Ludin)에 해, 수업  머릿수건 벗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  해제했다. 면직당한 루딘은 주 정부를 고소했다. 종교와 직업 선택의 자

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주 정부는 아이들을 가르치

는 교사가 수업 에 머릿수건을 착용하는 것은 국가의 립성 의무와 정교 분리라는 

독일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배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주 문화부 장 이었던 아네테 

샤반(Annette Schavan)은 보수당인 기독민주당(CDU) 소속이었다. 샤반은 머릿수건 착

용은 무슬림 여성의 의무는 아니며, 세계 으로 머릿수건을 쓰지 않는 무슬림 여성이 

더 많으며, 이슬람 내부의 평가로는 머릿수건은 오히려 ‘정치  분리주의’라고 주장했

다. 독일 법정에서 열린 세 번 재 에서 루딘은 모두 패소했다. 그러자 루딘은 이 문

제를 최고 재 소인 연방헌법재 소로 가져갔다.

사실 보수 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는 달리 통 으로 사회민주당 근거지인 노

르트라인베스트팔  주에서는 이미 15명의 교사들이 아무 문제없이 머릿수건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루딘은 그를 면직시킨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를 고

집했다.

결국 2003년 9월 연방헌법재 소는 8  5로, 교사의 머릿수건 착용을 허용할 것인

가 여부는 각 주에서 자율 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결했다. 연방헌법재 소의 다수

의견은 “국가에게 부여된 종교와 세계 에 있어서 립성원칙은 국가와 교회의 엄격

323) NVwZ 1988, 937. 이 사안들에 한 더 많은 논의는 다음을 참조. Inke Muehlhoff, “Freedo

m of Religion in Public Schools in Germany and in the United States,” Georgia Journal of Int

ernational & Comparative Law, Vol.28 (2000) p. 405, pp. 48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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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리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종교에 한 개방성과 포  인정의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세계 과 종교의 내용과 가치에 해 개방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러한 개방성하에서 기본법에 기 한 국가는 종교와 세계 에 있어서 립성을 견지해

야 한다.”고 시하 다.324) 연방헌법재 소는 독일 기본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교사의 

종교  동기에 의한 의복 착용을 법 근거 없이 국가가 지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침

해하게 된다고 시하 다. 따라서 종교와 국가의 계를 고려하여 학교에서의 머릿

수건 착용 지는 입법자가 결정하는 형태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다.325)

 

(3) 동 결정에서 드러난 립성 논의

국가의 립성이라는 을 특히 주목해보았을 때, 국가는 “모든 시민들의 안식처 

Heimstatt”가 되어야 한다고 헌법재 소는 설명하 다. 기본법은 국교의 도입을 지

하며 “특정 교 의 특권이나 다른 종교 추종자들의 배제를 지한다” 정부는 한 상

이한 종교와 세계 을 가진 공동체들의 동등한 우를 보장해야 하며 특정 종교 단체

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결은 이것은 정부의 “인간의 존엄과 자기 결정과 개인

 의무에 의한 개성의 자유로운 발달로 특징되는 인간성의 이미지에 … 기 한 …

사상과 종교의 다양한 신념에 한 개방성”에서 유래한다고 지 한다.326) 립성에 

한 이해에 해 재 소는 다음과 같이 지 하 다.

“...... 정부에 요구되는 종교와 사상의 립성은 정부와 교회의 엄격한 분리와 같은 

거리를 두는 태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종교에 있어 동일하게 신앙의 자유

를 권장하는 개방 이고 포 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독일기본법의 제4조 제1

항과 제4조 제2항은 한 사상과 종교의 역에서 종교 인 신념과 자율 인 개성의 

실 의 활발한 행사를 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 인 요구를 포함한다. 정부

는 다만 특정한 종교 , 사상  경향에 있어 의도 으로 향력을 행사하거나, 공개

 혹은 암묵 으로 그것으로부터 발되거나 그것이 책임을 가지는 조치들을 통해 

특정 종교나 사상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이 게 함으로써 스스로 사회의 종교 인 

평화를 훼손하는 것으로부터만 지될 따름이다. 종교와 사상의 립성 원칙은 한 

324) BVerfGE 108, 282 (294 ff.).
325) BVerfGE 108, 282.
326) BVerfGE 108, 282 (301).



- 150 -

정부가 그러한 종교  공동체의 신념과 교리를 평가하는 것 역시 지한다.”327)

이것은 특히 정부의 의무인 의무교육에 있어 용된다. 종교와 세계 의 문제는 언

제나 공교육과 련되어 왔고 공립학교에 있어 기독교의 향은 일반 으로 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학교들은 다른 종교와 세계 에 해서도 개방 이어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개방성 안에서 독일기본법의 자유로운 상태는 그 종교 , 사상  립성

을 보존한다.” 이로부터 야기되는 “상이한 사상과 종교  신념을 가진 어린이들이 함

께 교육될 때는 피할 수 없는” 긴장들은 “인간 존엄의 표 으로서의 용”의 기  

에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권리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견해들로

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권리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의 교육

에 있어 배타 인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헌법재 소는 교실 십자가 결정

을 인용하면서 밝혔다. 주가 교육 시스템 반을 감독하고, 그러므로 개별 주들은 특

정한 교과 과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종교  향의 정도 역시 결정할 수 

있다고 하 다.

한편 여기에서 헌법재 소는 존  “배려 ” 립성(respektierende “vorsorgende” 

Neutralität)328)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는데, 논지로 보아 이것은 배제  립성의 측면

보다는 포  립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 학생들의 종교에 한 자유를 다루면서, 어떤 종교  상징물을 인정하고 존

경하고 어떤 상징물을 거부할지는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다른 신념의 표 이나, 

숭배의 행  혹은 종교  상징물을 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고 헌법재 소는 재확

인하 다. 헌법재 소는 이러한 일반 인 상황을 개인들이 특정 종교 상징물에 피할 

수 없이 노출되는, 정부가 만든 상황과 구별하 는데, 이는 이 의 교실 십자가 결정

에서와 같다. 공립학교에서 종교 인 언 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높은 

자유도를 고려할 때, 한편으로는 교사의 정 인 종교의 자유와 다른 한편으로는 국

가의 립성의 원칙, 학부모 권리, 그리고 학생들의 부의 종교의 자유 간에 필연 으

로 발생하는 긴장은 용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부 법령에 의해 해소되어야 한

다.329)  결은 한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는 것은 민주 인 주 의회의 의무이다; 

충분히 정보를 숙지하고 형성된 여론을 형성하는 공식 인 과정에서, 법령은 반드시 

327) BVerfGE 108, 282 (300).
328) BVerfGE 108, 282 (287).
329) BVerfGE 108, 282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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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가 합리 으로 용납할 수 있는 합의 을 찾아야 한다”고 기술한다.330) “ 립

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종교 인 요소를 도입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향을 미치고 학부모들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일 이

러한 추상 인 험이 지원자의 교사로서의 경쟁력을 고려하는 데 있어 한 요소로서 

고려되고 이것이 그녀의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무제한 인 자유를 잠재 으로 제한한

다면, 이 사안에 존재하지 않는 “충분히 상세한 법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331)

한, 착용된 의상이나 상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모든 해석이 고려되

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의 십자가와 달리 머리 스카 는 그 자체로는 종교 인 상

징물이 아니다.” 한편 재 소가 결정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련해 

사람에 의해 착용되었을 때에만 종교  상징물이 된다. 효과와 련해서는 그 상징물

이 학교 리자들의 명령에 의해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종교  자유 행사의 권리를 주

장할 수 있는 개별 교사의 결정에 의해 착용되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332) 

  결은 “정부가 머리 수건 착용과 련한 개별 교사의 종교 인 선언을 승인한

다고 해서 그러한 선언을 정부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선언이 정부에 의

해 의도된 바라고 인정할 의무는 없다”고 한 지 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교

사의 종교  의상에 한 용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종교  상징물을 게시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머리 스카 는 정부의 메시지를 달하지 않는다. 

종교 인 목 으로 착용하는 교사의 머리 스카 는 학생들에게 특히 높은 정도의 효

과를 가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 내내 탈출의 여지 없이 

수업의 인 교사를 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만일 교사가 다른 태도

로 “학생들에게 스카 가 표 하는 종교  선언을 설명”할 경우 어들 수 있다. 이

러한 에서  결은 발달심리학 문가들의 증언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333)

이 사안에서는 지원에 한 거 이 충분히 명확한 법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지만 

주 입법부는 교사들의 종교  자유와 국가의 립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러한 법령

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행정재 소는 이미 독일에서의 심화되는 종교  다양성을 강

조한 바 있다. 슈투트가르트 교육부(Das Oberschulamt Stuttgart)는 변화된 상황에 따라, 

정부가 가지는 학교에서의 사상 , 종교  립성의 의무가 이제는 더욱 엄격히 처리

330) BVerfGE 108, 282 (302).
331) BVerfGE 108, 282 (302 f.).
332) BVerfGE 108, 282 (285).
333) BVerfGE 108, 282 (29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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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34) 그러나 재 소에 따르면 변화된 상황을 다루는 것은 행

정부의 의무가 아니다. 그보다는, 입법부가 공립학교에서 교사들의 종교  자유 행사

의 한계를 정의하는 법령을 통과시켜야 한다. 재 부의 결론에 따르면 공무원인 공립

학교 교사들에 의한 종교  상징물의 시를 지하는 명확한 법  근거가 없는 상황

에서는, 진정인의 지원을 개인  자질 부족을 이유로 거 하는 것은 헌법 으로 용납

할 수 없다.

한편, 결에서 Jentsch 재 과 Di Fabio 재   Mellinghoff 재 은 와 같

은 다수 의견에 한 반  의견을 내었다.335) 이 재 들은 다수의견이 헌법 인 문

제를 회피했다고 비 하고, 공립학교의 공무원들은 ‘국가의 립성’에 기한 특수한 의

무를 가진다고 지 하 다. 종교 인 표 은 헌법  사안으로서 삼가야 한다 ; 그러

므로 립성의 역할에 해서는, 반  의견을 낸 세 사람은 다수의견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그들의 에서 다수의견은 공무원의 기본  권리의 한계를 잘못 해석한 것

이다. 공무에 종사하려고 함으로써 지원자들은 정부의 표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

다. 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사는 개인 인 자유에 의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해 그녀에게 부과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정부와 특별히 가까운 

계를 가진다. 공무원이 단순히 정부의 “수단”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임무

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 충성해야 한다. 반 의견을 낸 사람들은 공공의 장에서 종

교 인 목 으로 머릿수건을 착용하는 것을 지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에 한 침해

로 간주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이 이미 립 인 것으로 규정한 장소-이 

사안에서는 의무교육 학교-에서, 그리고 일반 의 표인으로서” 공무원이 종교  

표 을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조항이 보호하는 개인 인 종교의 표 으로 이해될 사

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종교  자유는 그녀가 공  자격으로 일하는 동안에

는 공무가 요구하는 바에 의해 제한된다.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 “교사는 단순

히 정부 측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교사를 통해 행동한다.” 앞서 본 다수의견과

는 다르게, 이 재 들은 그 근거로서의 법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 인상

이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자체로부터 공무원의 립성 의무가 

생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그녀가 공  자격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공무원의 립성 

의무는 정부(국가)의 립성 의무와 같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반 의견을 낸 

334) BVerfGE 108, 282 (285).
335) BVerfGE 108, 282 (314 ff.).



- 153 -

재 들은, 공무원의 의무는 “정부[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종교와 사상의 장에 용

되고,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4조, 제33조 제3항, 제136조 제1항, 제4항, 제140조, 그리

고 바이마르 헌법 제137조 제1항의 신념의 자유로부터 생되는, 기본 인 립성 의

무에 부합한다”고 보았다.336) 그러므로 이 재 들은 동 사안에서 국가의 립성이

란 공무원 신분을 가진 공립학교 교사가, 머리 스카 를 착용하지 못하는 것이 헌법

해석에 맞는 것이며 그것이 규범합치 인 결론이라고 보고 있다. 

 

(4) 동 결정의 반향

의 2003년 헌법 재 소의 Kopftuch 결(Ludin 결)은 곧 정치(특히 입법, 행정)

역에 큰 향을 끼쳤다. 공립학교에서 종교  상징에 한 기존의 모든 규칙이 과

도기간도 거치지 않고 즉시 무효화 다. 한 교사들의 머릿수건 착용 지를 추진했

던 각 주 정부는  결에 따라 즉시 개별 입법을 통과시켜야 했다. 한 법률가는 

“헌법재 소가 불필요하게 정치  논쟁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337). 이 결로 인해 

서구 사회에서 이슬람의 역할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었다. 

가톨릭교회는 머릿수건 착용을 지하는 입법에 공개 으로 반 의사를 표시했다. 

한 바이에른 州정부의 교육부 장 을 역임했던 Hans Maier(CSU. 즉 바이에른 기독

교 사회연합), Johannes Rau 연방 통령 (SPD, 독일 사회민주당) 등 다양한 정치  

인사들도 가톨릭교회와 마찬가지로 머릿수건 착용을 지하는 법에 반 했다.

이들은 모든 종교가 개인  역을 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ohannes Rau 연방 

통령은 진보  계몽가이자 종교  용의 상징  인물인 G.E. Lessing의 탄생 275년

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이슬람의 머릿수건을 선택 으로 착용 지하는 것은 독일기

본법이 보장하는 동등한 종교  자유와 양립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릿수건을 

지하게 된다면 종교  기호와 상징이 공 역에서 분리되는 세속주의로 가는 첫걸

음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수세기동안 기독교에 의해 형성된 나라인 독일에서 이

336) BVerfGE 108, 282 (323f.).
337)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 the court has needlessly raised a difficult political dispute.” A. F. 

Von. Campenhausen, “The German headscarf debate,”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Vol.2 (2004) pp. 666-667. Campenhausen은, 연방헌법재 소가 이슬람 교사가 머리 스카 를 

착용하는 것을 지하는 것이 이론 으로는 사실 허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는 특정한 법  규율이 불완 함을 선언하여, 법원은 종교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충분히 명확한 법  근거’를 만들 것을 선출된 의회에게 명령하게 되었는데, 

그에 한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았다는 에서 특히 그러하다고 한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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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일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338) 

그러나 실제로 베를린을 제외한 다른 7곳 이상의 州(Land)들에서 머릿수건 지법안

이 통과되었다.339) 그러나 이와는 조 으로 그 후 기독교  유 교의 상징들은 

지되지 않았다. (다만 가장 최근인 2012년부터 일부 주에서 이와는  반 되게 이

슬람 교사를 공립학교에 채용하는 조치가 내려지는 등 다른 입법  행정  움직임이 

있기도 하다340))

종교에 따른 이러한 선택  용은 정당 정치의 에서 설명할 수 있다. 국가의 

이념  립성에 한 베를린의 법은 기독교와 유 교의 상징을 포함한 모든 종교  

상징을 지하는 법이었다. 이 법은 사회민주당(SPD)과 민주사회주의당(PDS)의 좌  

연합 정권에 의해 통과되었다. 반면, 기독교와 유 교  상징물에 해서는 외를 

용하는 기타 법률은 보수당인 기독교민주당(CDU/SCU) 혹은 소  ‘ 연정’을 이룬 주

정부에 의해 통과되었다. 좌 와 우 는 이 문제에 해 의견이 갈렸다. 우 는 언제

나 이슬람에 한 선택  차별을 주장하는 반면 좌 는 이를 반 한다. 좌 와 우

간의 이러한 차이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  사건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를 들어 

당시 사회민주당이 장악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  지역은 독일 내에서 유일하게 머릿

수건 지에 명시 으로 반 한 주 다. 이 주에서 머릿수건을 착용한 교사가 최소 

15명 이상이었음에도, 억압  분 기의 보수 인 다른 주들과는 다르게 노르트라인베

스트팔  지역에서는 ‘ 용’을 실천하려 하 다.341)

당시부터 이슬람 머릿수건에 해 선택 으로 용되는 부분의 머릿수건 지법률

은 가톨릭 통이 강하고 보수 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모델을 따른 것이다. 그 

 가장 노골 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ⅲ) “기독교와 서구의 가치와 통은 州

(Land)의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교육  권한에 상응하는 것이며 이는 (ⅰ)에서 요구하

고 있는 행동(Verhaltensgebot, 종교  외부표 행  등의 지, 다시 말해 머릿수건 등

의 착용 지)에 모순되지 않는다.”342)

338) 이 발언은 게재된 기사로는 Frankfurter Rundschau, (2004.1.23.)  다음을 참조. “Informati

onszentrum Asyl und Migration, Kopftuchdebatte: Information, (Nürnberg : Bundesamt für die 

Anerkennung ausländischer Flüchtlinge”, 2004) p. 24.
339)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센, 니더작센, 자를란트州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가

장 최근에는 멘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 州 등에서 통과되었다.
340) 헤센州의 경우 2013년부터 이슬람 종교교육(Religionsunterricht)을 기존 종교교육과 같이 

공립학교에 마련하기로 최근 결정을 내렸다. http://www.welt.de/regionales/frankfurt/article1120

86472/Land-fuehrt-islamischen-Unterricht-ein.html (최종 속 : 2013.2.10.)
341) A. F. von. Campenhausen(註 337), pp. 665-699, p. 667 f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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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수건 논쟁은 이슬람 종교  문화에 한 사회  논란뿐만 아니라 국가와 종교 

간의 계에 한 보다 보편 인 학문  고민도 이끌어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Landtag)가 청한 헌법 문가 4명  3명이 ‘기독교에 한 

특권  지  부여(privilegium christianum)’가 연방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는 것이다. 헌법재 소 재 을 역임했던 마 홀츠(Mahrenholz)는 ‘ 우스트’에서의 

메피스토의 말을 인용하여 “첫 번째 선택에서 는 자유롭지만, 두 번째 선택에서 

는 노 (隸屬, Knecht)가 된다”고 말했다.343)이 말은 정부가 수녀의 의복을 허용한다

면, 이슬람식 머릿수건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학자이고 2013년 재 

라이부르크 학 교수로 재직 인 스태트(Jestaedt)는 이러한 법과 같은 세속 인 

경로를 통해 기독교의 종교  상징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함을 지 했다. 왜냐하면 사

람들이 기독교의 상징들을 몸에 착용했을 때 이는 “종교 인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

문에 바덴-뷔르템베르크州의 개정된 교육법 제38조 제3항 즉 (ⅲ)이 ‘교리 ’인 것과 

‘세속 ’인 것을 구분하려 시도하는 것은 당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

다.344) 따라서 머릿수건 지법을 신랄하게 비 한  연방헌법재 이자 헌법학자인 

뵈 회르데(Böckenförde)는 “머릿수건 지법이 당  의도와는 달리 독일에서 정교분리

(laïcité)를 향한 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머

릿수건 착용 지가 다른 종교의 표 에 해서도 동등하게 용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견했다.345) 

342)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머릿수건 지법안은 기존의 교육 법

률의 제38조에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Landtag von Baden-Wurttemb

erg, 13. Wahlperiode, Drucksache 13/2793, 14 January 2003.) (ⅰ) “교사는 정치 , 종교  

는 이념  외부표 행 (äußere Bekundung)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는 방해하거나 는 교내에서의 정치 , 종교 , 이념  평화에 한 州(Land)의 립

성을 하거나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특히 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특정

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외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외부  활동이란 교사가 

독일기본법의 제3조, 기본  자유권, 는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

칙을 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ⅲ) “기독교와 서구의 가치와 통은 

州(Land)의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교육  권한에 상응하는 것이며 이는 (ⅰ)에서 요구하고 

있는 행동(Verhaltensgebot)에 모순되지 않는다.”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Joppke(註 34), p. 

332.
343) Ausschuss für Schule, Jugend, und Sport, Gemeinsame öffentliche Anhörung des Ausschusses für Schule, Ju

gend und Sport und des Ständigen Ausschusses zu den Gesetzentwurfen zur Änderung des Schulgesetzes, Stutt

gart: 13. Landtag von Baden-Württemberg, 26. Sitzung des Ausschusses für Schule, Jugend und Sport, (200

4.3.12.) S. 39. 
344) Ibid., S. 56.
345) E.-W. Böckenförde, “Ver(w)irrung im Kopftuchstreit,” Suddeutsche Zeitung, 16 J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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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견해들은 국가 립성 원칙이 온 하게 용된다면 독일이 자국의 고유 

‘ 통’ 즉 ‘기독교-서구 심 ’(Christian-Occidental)인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거기에

서 벗어나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결국 그것을 어낼 것이라고 견한다. 

(5) 평가 

요컨  이 사건을 통해 독일에서 국가의 종교  립성이 다시 문제가 되었는데, 

이 사건의 발생과정과 그 후의 정치(입법부와 행정부) 역에서의 진행방향을 보면 

독일이 이슬람에 해 편 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과, 독일의 립성은 이제

껏 통합을 한 립성인 것으로 보이고  표방하 으나 이 사례에서 드러난 것은 

실은 그 어떤 립성도 아닌 기독교-서구 심주의 내지 독일민족주의의 측면이 정치

역에서 발 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346)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온 한 국가 립

성을 해서는 헌법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 소의 권한이 온 히 

확립되어야 함을 함의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와 비교해 국내 결이 아닌 유럽인권재 소(ECHR)의 태도를 찰하면 흥미로운 

사실이 측된다. 표 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스 스 제네바(Geneva, 독일어로 

Genf)에 한 등학교에 재직 이었던 달랍(Dahlab)이라는 여교사가 수업  머릿수건 

착용을 지하는 학교의 조치는 유럽인권 약 제9조에 반된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

재 소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이에 해 유럽인권재 소는 머릿수건 착용

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하 다(Dahlab v. Switzerland, ECHR, 

Judgment of 15 February, 2001, Appl. Nr. 42393/98). 그간 유럽인권재 소는 학교의 종

교에 있어서 ‘ 립성 원칙’  유럽인권 약(ECHR)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종교  자유 간의 구분과 조화라는 제도의 기능 인 련 속에서 ‘종교  립성 환

경 하에서의 수업’을 허용하려고 노력하 다. 그러나 이 결에 유럽인권재 소는 다

원주의  공동체에서 국가의 립성 원칙의 용상 개인  자유의 상  보장이 가

능하다고 인식하지 않으면서, 유럽법과 각각의 국내법의 련 속에서 립성을 이해

해야 한다고 설시했다.347) 이 한 ‘ 립성’ 개념을 사용하 지만, 의 머릿수건 결

346) 같은 취지로 Joppke(註 34), pp. 331-333 ; N. Janz/S. Rademacher, “Islam und Religionsfreih

eit,” NVwZ (1999) S. 708 ff. 등.
347) 이에 해 보다 자세히는  결  이부하(註 7), 204면 등 참조. 스 스내의 새로운 

이슬람 첨탑의 건설을 지하기 한 헌법개정에 한 2009년 국민투표를 참조. 동 국민투

표는 투표참가자의 57.5%에 의해 통과되었다. (http://www.swissinfo.ch/eng//Specials/Islam_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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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른 논리  과정과 결론에 이르게 된 사례이므로 좋은 비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요컨  이 사안에서는 ‘다원주의  공동체에서 국가의 립성 원칙’이 공교육기 에

서의 교사의 머릿수건의 착용의 지를 불허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즉 결론 으로 

이 제네바의 교사에게는 국가의 배제  종교  립성이 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동 머릿수건 결에서 헌법재 소는 존  “배려 ” 립성(respektierende 

“vorsorgende” Neutralität)348)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는데, 앞서 보았듯이 이것은 배제

 립성의 측면보다는 포  립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미국

미국에서도 종교 인 의상(衣裳)을 규제하는 련 법령들이 존재했으며, 이것들에 

한 비 과 옹호가 반복되어 왔다.349) 그러나 미 법원은 이러한 논란을 해결한 

이 없다. 1990년, 제3순회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은 1964년 제

정된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7장(Title VII)과 련하여 자신의 종교  신념에 따른 

의상을 착용하고자 했던 무슬림 교사의 이의 제기에 해 결정을 내렸다.350) 해당 사

건에서 그 교사는 무슬림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얼굴과 손을 제외한 신을 가려야 

한다는 종교 인 신념을 가졌다. 따라서 그녀는 가르치는 동안 그녀의 머리, 목, 가슴

을 가리고 얼굴을 보이게 하는 머릿수건을 착용했고 그녀의 팔을 손목까지 가리는 길

고 헐 한 드 스를 입었다.351) 당시 Pennsylvania주에서 종교  의상을 규제하는 법령

(이하 Pennsylvania주 의상법으로 약칭함)은 Pennsylvania州 법원이 “의상을 착용한 가

톨릭 수녀들과 신부들이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한 

Hysong v. Gallitzin Borough School District 재  이후에 그 입법  결과로 제정되었

_Switzerland/Minaret_vote/Minaret_result_seen_as_turning_point.html?cid=7793740 최종 속 : 201

3.12.10.).
348) BVerfGE 108, 282 (287).
349) Stefanie Walterick, “The Prohibition of Muslim Headscarves from French Public Schools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Hijab in the Western World,” Temp. Int'l & Comp. L.J., Vol.20 

(2006) 참조. 그 는 the Supreme Court of Oregon in Cooper v. Eugene School District, 723 

P 2d 298 (Ore.1986) (항소기각으로 확정 480 US 942 (1987)) 참조. 이 사안에 한 논의는 

Stefanie Walterick, ibid., p. 265 참조.
350) U.S. v. Board of Education for School Dist. of Philadelphia, 911 F 2d 882 (3d Cir. 1990) 

(재심리와 원 법정에서의 재심리가 거 됨). 
351) Ibid., p.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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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52)

제3순회 항소법원은 “종교  립성의 분 기를 보존하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심사라고 규정했다.353) 그 결정에서 법원은 Cooper v. Eugene School District 사건에 

한 Oregon州 법원의 결과, 같은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던 바에 

근거를 두었다. 법원은 가르치는 동안 교사들이 종교 인 의상을 입는 것은 공립학교 

시스템의 종교  립성 유지에 있어 뚜렷한 이 되고 따라서 교실에서 머릿수건

을 착용하고자 하는 무슬림 교사를 수용하도록 국가(the Commonwealth)에게 요구하는 

것은 민권법 제7장에 의거할 때 부당한 곤란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결정하 다.

그 후 1991년 EEOC v. READS, Inc. 사건에서 펜실베이니아 주 의상법은 다시 문제

가 되었다.354) READS Inc.(Remedial Educational and Diagnostic Services Inc.)는 필라델

피아 교육區(Philadelphia School District)와의 계약 하에 비(非)공립 학교 학생들에게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이었으며, 이 사안은 공교육이라기보다 사교육 제공과 

련이 있었다. 동부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은 무슬림 교사의 행 에 해 “머리에 쓴 것이 ‘종교 인 의

복’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왜냐하면 종교 인 목 으로 착용되었다고 해도 그 게 인

식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시하 다. 즉  결은 “종교 인 의복에 한 지는 

교사들이 학생들이 종교의 지지로서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해 채택된 것이며, 표면 으로 볼 때 립 이거나 충분히 모호해서 종교

이라고 인지되지 않을 의복은 이러한 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사건

의 의복에 하여는 이러한 지가 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355) 

한 2003년 Nichol v. ARIN Intermediate Unit 28 재 에서의 결정에서 사교육 제공

자에 한  다른 의복 규정은 서부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에 의해 헌법불합치 정을 받았다.356) 

Brenda Nichol은 Penns Manor 지역 등학교에서 2002–2003년의 기간에 특별교실에

서의 보조교사(a paraprofessional)로 일하 다. 그 이 의 5년간도 같은 지역의 학교

들에서 유사한 일들을 하 었다. 해당 의복 규정은 ARIN의 감독 하에 있는 학교들에

352) Ibid., p. 894. Hysong v. Gallitzin, 30 A 482 [Pa. 1894]를 인용.
353) Hysong v. Gallitzin Borough School District, p. 893.
354) EEOC v. READS, Inc 759 F Supp 1150 (E.D. Pa. 1991).
355) Ibid.
356) Nichol v. ARIN Intermediate Unit 28, 268 F Supp. 2d 536 (W.D. P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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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모든 직원들이 “종교 인 상징, 의상, 배지”를 착용하는 것을 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십자가나 다윗의 별(crosses or Stars of David)” 같은 종교 인 장신구를 

그 지 상의 로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 일주일당 삼일 정도로 그녀의 상의 

안에 넣거나 하지 않고 그녀가 십자가를 계속 착용한 것에 련된 사안이었다. 이 사

건에서 이 의복 규정은 동 법원에 의해 헌 정을 받았다. 동 법원의 결에서는 

펜실베이니아 의복법이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로운 행사 조항(Free Exercise Clause)을 

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법이 더 이상 수정헌법 제1조의 검열

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시 말해서  결은 재까지의 법  결정

들에 기 하여 볼 때,  펜실베이니아 의복법이 국교설립 지조항 반여부에 한 

강화된 검토와 승인 조건을 통과할 가능성은 다고 보았다.357) 

Ⅳ. 소결 

1. 독일과 랑스의 비교

총평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  본 문제상황을 독일과 랑스의 련 사례를 서로 

비교하며 한 번 더 자세히 찰해보도록 한다. 랑스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독일

의 국가 립성 논의가 가지는 특성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먼  역사

 문화  배경에 해 몇 가지를 확인하며 넘어가도록 하자. 먼  역사 인 면에서 

볼 때, 랑스는 ‘근 시민 명’을 겪은 표 인 나라이고, 독일은 그와 같은 명은 

경험하지 않고 근 로 들어선 나라로 보통 여겨진다. 한 랑스에서는 1905년의 정

교분리법이 정교 계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이 1905년의 법은 랑스 명의 

“마지막 마무리”358)라고도 일컬어질 정도로 앙시엥 짐의 한 부분으로 여겨진 부패한 

가톨릭 교구들의 잔재를 일소하는 조치로서 랑스 근 사에서 요한 치를 차지한

다. 이와 조 으로 독일은 술한 바 로 카를 제(즉 샤를마뉴) 이후의 제국교회

의 통이 이어지다가 루터의 종교개  이후 각 제후들의 이해와 얽  긴 기간 벌어

져왔던 신교와 구교의 갈등과 화해를 배경으로 바이마르공화국 이후에도 국가가 두 

교회를 명문의 헌법 조항에 의해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헌법조항은 행 기본법

에도 그 로 계수되어 정교문제에서 이 과 같은 제도  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357) Ibid.
358) Maurice Barbier, “Esquisse d'une théorie de la laïcité,” Le débat, Vol.77 (1993)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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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인들의 다수가 자신의 국가가 역사 , 문화 , 규범 으로 강한 ‘세속주의’를 

띠는 것으로 자기인식경향을 보인다면, 다수의 독일인은 자신의 국가가 역사 , 문화

, 규범 으로 “기독교-서구”가치에 기반을 둔 통  국가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자기인식을 이어왔다. 술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교육법에 삽입된 세 조항  세 

번째 조항의 노골 인 표 이 표 인 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의 귀결로, 랑스에서는 역사 으로 “ 립성”이 국가  통합을 마련하

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일 으로 요청하면서 동시

에 그에 따른 공화국으로서의 국가 정체성도 확립하려는 의도의 ‘공화주의 ’ 결론을 

정치 역에서 내리게 되었다. 즉 공화주의  립성과 자유주의  립성이 립하면

서 랑스의 공화주의  정체성을 강조한 자의 승리로 귀결된 것이다. 반면 독일에

서는 ‘ 립성’이 국가 통합 과정에서의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만일 이 때 립성이 으로 구 되었다면 독일의 “기독교-서양” 가치

에 기반한 소  ‘ 통 ’인 국가정체성을 유지· 확립하는 데는 오히려 반(反)하는 기

제로 작용할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슬람교의 머릿수건을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쟁은 랑스에서처

럼 립성에 해 립하는 두 가지 념이 서로 맞선 것이 아니라 “기독교-서양 가

치”359)를 덮어쓴 독일민족주의가 립성과 맞선360) 것이었다.

독일에서 국교문제를 고찰해 볼 때 가장 핵심 인 특징은 기독교의 구교와 신교 모

두 공  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기본법 자체에서 규정한 ‘열린 립성’ 즉 포

함  립성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국가와 종교 사이의 문제 상황에 

련한 독일 국내 법제도 변화과정과 그를 둘러싼 법  논변들  그에 이은 재의 

실제  결과를 보면 일부 주(州)의 정치(입법부와 행정부) 역에서 최근 의 열린 

립성 원칙이 뚜렷이 훼손되면서, 그 어떤 립성도 아닌 독일민족주의의 측면이 발

되고 있는 이 본 분석에서 드러난다.

나아가 랑스라는 2차 조군과 독일을 비교해보면 와 같은 한 모습이 더욱 뚜

렷하게 보인다. 한 두 나라 모두 정교문제가 다루어질 때, 설사 법치주의(법원)에서 

359) Christine Hohmann-Dennhard 헌법재 은, 독일 역사에서 정당성을 상실한(delegitimized) 

“국가와 국가 (nation and national)”이라는 개념에 해 그 체물로 “기독교-서양(Christian-

Occidental) 가치”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설득력있게 주장하 다. 그녀의 연설 “Vom Staat un

d den Werten, auf die sein Recht baut,”을 참조. 이 연설의 일부는 Frankfurter Rundschau(200

6.2.17.)에 수록되었다. 
360) Joppke(註 34),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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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헌정국가의 요청에 따라 (종교 ) 립성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을 추구하는 

결을 내더라도, 결국 정치 역에서는 그것을 뒤엎는 입법  조치들을 추구하는 주

목할 만한 경향이 재까지 보 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정치 역  법

치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법 역의 본질에 인한 것이며 한 그 두 역이 병존하는 

권력분립 형태의  국가의 구도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 역에서 랑스는 

통합의 립성이 자유의 립성에 해 승리를 취해가는 구도 으나 독일은 통합의 

립성이라기보다는 립성 개념 그 자체를 훼손하고 뒤틀면서까지 독일민족주의의 

측면이 정치 역에서 발 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헌법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해

야 하는 앞으로 헌법재 소에서 유사한 사례를 다룰 몇 번의 기회가 다시 오면서 헌

법재 소가 그 권한을 온 히 행사하게 된다면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온 한 국가의 

립성을 당연히도 해석의 기 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게 된다면, 뵈 회르데 등의 독일 

학자들이 망한 것처럼 아마도 그 결정들은 이번의 분석 상이었던 결정들과는 다

를 것이며 독일을 기존의 소  “서양-기독교 ” 통에서 안주하게 하지 않고 차 

어내게 될 것이다. 

2. 독일, 랑스에 비한 미국의 특징

미국은 건국 기부터 기독교 (특히 개신교 ) 문화와 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

지만, Jefferson과 Madison 등 사상가들의 노력으로 인해 수정헌법 제1조가 제정된 

을 함께 역사  사실로 갖고 있는 국가다. 기독교 문화와 종교에 뿌리를 찾을 수 있

다는 에서는 독일, 랑스와 유사 이 있지만, 그 외에 에서는 역사 , 법  차이

을 보 다. 이 미국에서는 국가-종교의 계에 해 크게 보아 엄격분리에 기반한 

견해, 그 반 인 견해, 립성에 기반한 견해 등이 다투어지고 있고, 연방 법원 례

도 그에 따라 나뉘어볼 수 있으며361) 시 에 따라서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평가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엄격분리의 입장

361) 이러한 세 가지 태도의 분류에 해서는 박홍우, “미국헌법상의 국교설립 지 원칙,” 

「헌법논총」 제13집 (2002년) 393-8면 참조. 외국 문헌으로는 Hensley et al.(註 193), p. 13

5 이하; Chemerinsky(註 190), p. 1148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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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의 요지는 정부와 종교는 최 한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능한 한 세속 이고, 종교는 완 히 사 인 사회 역에 머물러야 한

다.362) Madison과 Jefferson의 주장에 많은 근거를 두고 있다.363) 

연방 법 들 에서 이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정부가 종교와 결합하는 것은 종

교의 자유에 한 가장 큰 이며, 정부와 종교가 결합하면 시민들 사이의 종교로 

인한 투쟁이 격화될 험이 커진다는 , 그리고 정부가 종교를 지지하게 되면 종교

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을 지 한다.364)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방 법

원은 1947년 Everson 사건에서 “연방헌법 수정 제1조는 교회와 정부 사이에 벽을 세

웠다. 그 벽은 높아야 하고 침해될 수 없어야 한다”고 시하 는데,365) 이는 바로 엄

격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에 따른 시라고 하겠다. 

(2) 수용  입장

두 번째 입장인 종교를 수용할 것인 주장하는 입장은 사회에서의 종교의 요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정부도 이러한 종교를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366) 다만, 정부가 문자 

그 로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를 편애

하는 때에 한하여 국교설립 지 원칙에 배된다고 주장한다.367) 이 이론에 하여는 

정부의 어떠한 행 를 “강요”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공립학교의 졸업식에서 성직

자가 인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헌이라고 시한  Lee 사건에서 이 문제가 논의

되었던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368) 

이 입장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입장이 미국사회에서 종교가 리 존재하고 요성

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을 가장 잘 반 한 것이라고 한다.369) 그리고 이들은 

Madison과 Jefferson의 수정헌법 제1조에 한 향에 해서 비 으로 해석하는 경

향이 있다.370)

362) Chemerinsky(註 190), p. 1149.
363) 박홍우(註 361), 393-4면.
364) Hensley et al.(註 193), p. 136 ; 박홍우(註 361), 393-4면.
365) 330 U.S. 1, 18 (1947).
366) 박홍우(註 361), 394-5면.
367) Chemerinsky(註 190), p. 1153.
368) Lee v. Weisman, 505 U.S. 577, 640.
369) Chemerinsky(註 190), p. 1154.
370) 이들은 Madison은 단지 국교회 는 정부의 교회에 한 편애 인 조치만을 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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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 들 에서 이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미국시민들이 매우 종교 인 경

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들은 엄격분리의 입장에 반 하면서, 정부의 종교에 

한 지원은 종교행 의 자유를 하기보다는 향상시킬 것이고, 게다가 미국의 종

교  용의 통으로 인해 정부의 종교에 한 지원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 실제 심

각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371) 

앞서 본 1992년 Lee 사건에서 Kennedy 법 은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국교부

인조항은 ... 정부가 개인으로 하여  종교나 종교 인 활동을 옹호하거나 이에 참가

하도록 강요하거나 정부가 국교나 국교 인 믿음을 설립하거나 설립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것이다.”고 시한 바가 있다.372) 2000년의 Mitchell 

사건373)에서도 Thomas, Rehnquist, Scalia, Kennedy 법 은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정부가 종교단체와 비(非)종교단체를 평등하게 취 하는 한 국교부인조항에 배되지 

않는다고 하 다.

(3) 제3의 입장

세 번째 입장인 충  입장(혹은 소  ‘ 립설’)은 립성을 더 심화하여 이해하려

는 견해다.374) 이 입장은 정부가 종교에 하여 립 이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는 비

(非)종교에 비하여 종교를, 어느 종교에 하여 다른 종교를 더 편애하여서는 안 된다

고 한다.375) 이 이론은 엄격분리의 입장은 미국 역사에 존재하는 종교  통과 행

을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수용  입장은 무종교인 는 종교  소수 를 무

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에서 이에 한 안으로서 제시되었다.376) 이 입장에 

따르면 실질 인 립이란, 종교규정이 정부에 하여 종교 인 믿음이나 신앙의 거

부, 종교 인 실천이나 비실천, 수나 반을 장려하거나 지하는 범 를 최소화하

으로서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부인조항을 간주했다고 평가하거나, Madison이 엄격한 분리

론자 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정헌법 제1조의 안 작성에 여한 사람들  비 형 인 

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한 Jefferson의 에 하여는 그는 수정헌법 제1조를 

제정할 무렵 랑스 사 으므로 그의 견해는 수정헌법 제1조 제정자들의 의도와 실  

련이 다고 주장한다. Hensley et al.(註 193), pp. 134-135 ; 박홍우(註 361), 395면.
371) Hensley et al.(註 193), p. 137 ; 박홍우(註 361), 395면.
372) Lee v. Weisman, 505 U.S. 577, 587 (1992).
373) Mitchell v. Helms, 530 U.S. 793 (2000).
374) 박홍우(註 361), 395면 이하  Chemerinsky(註 190), p. 1151 참조.
375) Chemerinsky(註 190), p. 1151.
376) Hensley et al.(註 193), ibid.,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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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377)

연방 법 들 에서 이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제2장에서 술한 바와 같이 

1960년 에 개발되고 1971년 Lemon 사건378)에서 확립된 세 가지 심사기 (소  

Lemon 기 )을 국교설립 지 규정의 배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서 용하는 경향

이 있다.379) 이 심사기 은, 종교를 간 으로 발 시키게 되는 정부의 조치는 정부

와 종교의 연루가 지나치지 않으면 이를 허용하기 때문에 엄격분리의 입장과 구별되

고, 입법목 이 세속 이지 않은 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  입장과 구별된

다.380)

(4) 평가

엄격분리의 입장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 이 있다. 정부의 종교에 한 모든 조

력을 완 히 지시키면 종교행 의 자유가 받게 될 것이다. 를 들어 정부가 경

찰, 소방 는 생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는 명백하게 종교행 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는 완 한 벽은 불가능하므로 문제는 양자 사이

에 어떻게 한 선을 그을 것인가 하는 이다. 더구나 동 에 새겨진 “우리는 신을 

믿는다(In Got We Trust)”는 문구부터, 연방 법원의 회기가 시작할 때 “신이여 이 고

귀한 법원을 구하소서(God save this honorable Court)”라고 기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종교는 통 으로 많은 정부활동의 일부분381)이다. 

수용  입장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 이 있다. 즉 국교설립 지 규정은 수용설

이 주장하는 것 이외에, 정부가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환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도 방지하고 정부가 종교일반이나 특정한 종교를 발 시키기 하여 힘

과 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지시키고 있다고 비 자들은 주장한다.382) Mitchell 사

377) Douglas Laycock(註 199), p. 993, p. 1001.
378) Lemon v. Kurtzman, 403 U.S. 602 (1970). 즉, 소  Lemon 기 이란 ①입법목 이 세속

이어야 하고, ② 요하거나 우선 인 효과가 종교를 발 시키거나 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③ 정부가 종교에 지나치게 연루되는 것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제2

장 참고). 
379) Hensley et al.(註 193), p. 137.
380) 박홍우(註 361), 396-397면.
381) Chemerinsky(註 190), p. 1150.
382) Mark Tushnet, “The Emerging Principle of Accommodation of Religion,” Georgetown Law Jo

urnal, Vol.76 (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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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O’Connor 법 의 견해도 이러한 비  입장의 한 이다. O’Connor 법

은 단지 ‘강요’만이 국교설립 지 규정의 단기 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 하 다. 

383)

그러므로 이 두 입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제시된 ‘ 립설’이 주목받아 왔다. 그

리고 그에 의거해 국가-종교 계에서 국교설립 지 규정의 배여부에 한 세부

인 심시기 의 발  노력 한 있었다. 이러한 의 산물이  Lemon 심사기 이며, 

이는 아직까지 명백하게 번복되거나 폐기되지는 않았고, 최근에도 이 이론이 용되

고는 있다.384) 그러나 이 이론은 확고하다고 평가받지는 않고 있다. 사실 다수의 법

은 재 이 이론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정부의 행 가 상징 으로 종교를 지지

(승인)하는지 여부 는 정부가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 인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 

한 합헌이라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385) 그런 경향을 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근의 국교설립 지 규정이 문제된 Santa Fe Independent School District 사건 등에서

는 의 Lemon 심사기 을 언 하지 않고 결정되었다.386)

엄격분리의 입장은 국교설립 지 규정의 해석과 련하여 1947년 Everson 결 이

후 1980년까지에도 지배 인 입장이었지만 Reagan, Bush 통령 시 에 사법 극주의

가 후퇴하면서 이 이론도 약화되는 경향을 보 다.387) 그 후 미국사회가 보수화되어

감에 따라 엄격분리를 반 하는 견해(수용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

는데 Rehnquist 법원장 체제에서는 Rehnquist 법원장  Scalia, Kennedy, Thomas 

법 이 이 입장을 지지하 다. 다만 이들이 법원에서 다수를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었고,388) 이러한 은 재의 법원 체제에도 같다. 제3의 입장인 ‘ 립설’은 1970

383) Mitchell v. Helms, 530 U.S. 836. 
384) 1993년의 Lamb’s Chapel v. Center Moriches Union Free School Districtm 508 U.S. 384, 199

7년의 Agostini v. Felton, 521 U.S. 203, 218, 232 등이 그 다.
385) 박홍우, 앞의 , 397면. 다만 이러한 지지(endorsement. ‘승인’으로도 번역 가능.) 이론에 

하여는 그 내용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다는 비 이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Steven D. S

mith(註 256)  본 논문 제2장 제4   해당부분 참조.
386) Santa Fe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 Doe, 530 U.S. 290 (2000), Mitchell v. Helms, 530 

U.S. 793 (2000), Good News Club v. Milford, 533 U.S. 98 (2001) 등이 그 다. 
387) Ira C. Lupu, “The Lingering Death of Separationism,” Geo. Wash. Law Review, Vol.62 (199

4) p. 233, p. 237 이하 ; 박홍우(註 361), 393-4면에서 재인용.
388) 미국에서 법원장의 시 별로 국교설립 지 규정에 한 진보 인 례와 보수 인 례

의 통계  분류(1953년-1994년)에 해서는 Thomas R. Hensley/ Christopher E. Smith/Joyce 

A. Baugh, The Changing Supreme Court : Constitutional Rights and Liberties (Minneapolis : 

West Publishing(1997) p. 167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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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에는 많은 법 들이 지지하 는데 1980년 에는 다소 지지가 어들었고, 1990

년 의 Rehnquist 법원에서는 수용  입장의 지지자들이 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Stevens, Ginsburg 법  등이 확고한 립설 지지자로 남아있다. 따라서 립성의 양

면성에 입각하여 설명해보면, 이러한 미국의 학계와 례의 흐름에서의 세 입장을 각

각 배제  립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엄격분리의 입장), 포함  립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수용  입장), 그리고 립성의 두 면을 모두 이해하는 입장(‘ 립설’)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 미국은 배제  립성 시 입장에서 포함  

립성 시의 입장으로 다소 이동하는 경향이 찰된다고 할 수 있다(본 논문의 제

5-1명제). 

다르게 표 하면,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간의 분쟁을 방지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해서는 1947년 이후 1980년 까지의 미국의 지배  견해처럼 배제  립성(엄격분리

의 입장)에 입각하거나 아니면 재 연방 법원의 입장으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 립설’의 경향처럼 어도 ‘ 립성’ 그 자체에 기반한 견해의 측면에서 국가와 종교

의 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미국 법원의 결 경향이 시사하고 있

는 것으로 단된다.

그래서 본 을 요약하자면, 교육과 종교라는 역에 있어 독일, 랑스, 미국이라

는 세 나라 간의 국가간 찰  설명방법을 립성의 양면성에 입각하여 시도하여 

볼 때, 랑스는 배제  립성을 고수하고, 독일은 포함  립성에서 배제  립성

으로 다소 이동하며, 미국은 배제  립성에서 포함  립성으로 다소 이동하는 경

향을 보인다는 을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제5-1명제). 이 은 제2 의 종교  

시와 공  장소에서도 재확인될 것이다. 

제2  공  장소에서의 종교

Ⅰ. 서설 : 종교  시와 공  장소의 문제

공 으로 나타나는 종교  메시지는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장

식 게시(display)와 그로 인한 논쟁이 표  라 할 수 있다.389) 

본 Lynch v. Donnelly 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방 법원은 1984년 Lynch 결에

389) Lynch v. Donnelly 재 , 465 US 668(1984); Allegheny County v. ACLU, 492 US 573(1989)

의 사례 참고.



- 167 -

서 포터킷(Pawtucket) 시가 시청 앞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수 탄생 장면을 포함시키

는 것은 국교설립 지조항에 반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 40년 이상의 오랜 행

으로 매년 설치되어 온 포터킷 시의 크리스마스 장식은 산타클로스의 집과 썰매, 수백

개의 구, 테디베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힌 깃발, 구유 속의 아기 수 상과 주변의 

성모 마리아와 요셉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문제가 된 것은 아기 수 상이었다.

Burger 법원장이 집필한 다수의견은 크리스마스 장식의 수 탄생 장면은 기독교

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한 것으로서 정당한 세속  

목 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O’connor 법 도 보충의견에서 포터킷 시의 수 탄

생 장식은 기독교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 다. 그러나 Brennan 법 은 반 의견

에서 수 탄생장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정서를 불러일으키므로 이는 종교에 

한 정부의 허용될 수 없는 간여에 해당한다고 하 다. Blackmun 법 은 반 의견에

서 시정부가 설치한 시물에 종교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로 하여  그 

상징  의미를 인지하게 하고 비기독교인들을 경원시하게 하므로 이는 상징물의 오용

이라고 하 다.

반 로 독일에서는 아직 크리스마스 장식 게시가 종교에 한 국가 립성 문제로 

이슈화될 만한 사안이 아니지만, 학문 으로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390) 

지방자치단체가 크리스마스에 트리 설치와 등을 해도 되는지 여부는 여러 헌법 조

항에서 밝히고 있는 국가 립성에 배될 수 있다는 이 지 되고 있다. 련 조항

으로는 제4조 종교  자유와 단의 자유에 한 기본권,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37

조 1항과 련하여 제140조 국가교회의 지, 제3조 제3항 평등의 원칙 일부로서 종

교  이유로 시민에 한 차별이나 우  지 등이 있다. 머릿수건 결에서 볼 수 있

듯 제33조 제3항 공무원 련 조항도 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학자들은 국가의 종교

 립성이 국가가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와 등을 막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크리

스마스 장식이 기독교  휴일이라는 분 기를 만들기는 하지만, 트리와 등 그 자체

는 기독교  색채를 갖지 않으며 통  습에 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마

스 장식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종교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국가

립성의 원칙을 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체로 시당국이 아니라 지역 기업

가가 자 을 기 때문에 국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391) 국

390) Diana Zacharias, “Das Weihnachtsfest im deutchen offentlichen Recht,” Neue Zeitschrift Fur 

Verwaltungsrecht, Vol.25 (2006) s. 1329 ; Christian Walter, Religionsverfassungsrecht: in vergle

ichender und internationaler Perspektive (Mohr Siebeck, 2006) p. 299의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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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스로의 종교  상징을 갖는가, 혹은 일부 집단의 이익을 변하는 종교  메시

지를 국가 차원에서 수용하는가의 여부도 국가 립성에 한 흥미로운 문제다.392) 이 

상황은 공공부문에서의 사 인 종교 메시지 표출과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며, 그

게 함으로써 개인의 종교  자유 문제로부터 보호된다. 다음 사례들은 그러한 상황에

서 국가 립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 다. 비슷한 문맥에서 독일과 미국의 법

원은 공 으로 종교  메시지를 표출하는 것에 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Ⅱ. 사법기  내부의 종교  상징

1. 독일 - 법정내 십자가 결(연방헌법재 소)

이는 1973년에 결정이 된 사건으로서, 십자가와 수상이 모두 문제되었지만 통상 

‘법정내 십자가(Kreuz im Gerichtssaal) 결’라 칭해지는 결이다(이하 ‘법정내 십자가 

결’).393) 사실 계는 다음과 같다. 당시 노르트라인베스트팔 주의 행정법제하에서

는 법정에 십자가나 수상을 비치하며, 뒤셀도르  행정법원에는 높이 75cm, 폭 

40cm의 수상이 사석에 놓여있었다. 양측 모두 유 인인 변호사와 그의 고객들은 

뒤셀도르  법원의 재  진행 동안 그 수상에 해 항의하 다. 1973년 연방헌법재

소는 와 같은 법정에서 십자가를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사건에 해 행

정법원이 법정 내부에 십자가 없이 재 을 진행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소인의 

(종교  자유에 한)기본권을 배한 것임을 인정하는 요지의 결을 하 다.

법정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그 방의 술  장식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는 에서, 신성한 종교  맹세를 한 사람에게 ‘선서의 상’이 될 수 있다고 정당하

다는 주장이 일반 이다. 헌법재 소는 그런 목 에서 십자가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

히 합헌이라고 언 하 다.

그러나, 십자가를 제공하는 것이 종교  선서를 행하게 할 상물로서 명백히 기능

391) Zacharias(註 390), S. 1329-32.
392) 독일의 상황에서 립성원칙은 그 구체 인 내용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것

은 어도 국가는 종교  교리의 문제에 해서 한 쪽 편을 들지 않아야 함을 요구한다는 

이 지 되었다. 그것은 교회나 특정 신앙에 해 유착한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이

다. 세계 과 종교의 문제에 있어 립 인 국가는 스스로를 기독교나 이슬람교, 다른 종

교 인 국가나 특정 세계 에 연  있는 국가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Zacharias(註 

390), S. 1332.
393) BVerfGE 35,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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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하지만 “법정에 십자가를 항시 비치하는 것은 – 사의 책상에 독립 으로 세

워놓든 사 책상 뒤 벽면에 걸어놓든- 그 의미가 좀 더 나아가는 듯한 인상을 다”

라고 하 다. 연방헌법재 소는 “먼 옛날부터 수의 고난과 희생의 상징으로서 십자

가가 기독교  신념의 상징  구 물로 인식되어 왔으며”, 십자가가 갖는 구체 인 

의미를 더 고려하지 않더라도 방이나 건물에 십자가를 두는 것이 기독교 인 것과 

한 연 이 있다고 인정하 다.

확실히 연방헌법재 소는 사가 법정에서 십자가에 부가 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

고 단순히 종교  선서를 행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재해석해야 하는가와 같

은 몇 가지 문제들을 남겨두었다. 한 청원자들이 비난했듯 헌법재 소는 법정에 십

자가를 두는 것이 국가의 종교와 세계 에 한 립성의 의무에 모순되는가, 국가가 

특정한 종교나 세계 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와 공존하지 못하는가의 문제를 고

려하지 않았다. 연방헌법재 소는 이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이 례와 같은 법  역사

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상황들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사 인 부분 반의 인

식에 한 한 찰을 필요로 한다고 표 했다. 한 재 소는 학문  맥락에서 

사례의 요성에 해 충분한 비 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당시 새로 도입된 “비동일성

(Nicht-identifikation, non-identification)” 개념의 학술  검토에 여하는 것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재 소는 그 사례가 그러한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고 검토 없이도 해

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를 헌법 으로 평가하면서 재 소는 인구 다수가 법정에 십자가를 설치하는 

데에 반 하지 않으며 십자가의 존재는 일반 으로 다른 개인  신념을 가진 개인이 

견딜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십자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거기에 상징 으로 구 된 신념이나 습을 따를 것을 요

구하거나 어떤 신을 극 으로 믿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재 소는 소송 당사자들이 개인의 종교  신념에 반하여 “십자가 아래에서” 재  

차를 실시해야 하고, “순 히 비종교 인 삶의 역에서 기독교 국가에의 소속감으로 

인해 십자가 설치를 감수하기”를 강요받기 때문에 종교  자유를 침해 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시인했다. 헌법재 소가 과거에 결한 것처럼 불가침의 종교  자유는 

“기본권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서의 인간 존엄성과 한 련이 있고 그 지

 때문에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와 종교의 문제에서 국가의 제

약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유지되는 자유의 권리는, 어도 그러한 보호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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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자유로이 종교를 향유하는 다수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는다면 “상 으로 사소

한 권리침해에 해서도”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그들에게는 ‘십자가 아래에서 재 을 해야 하는’ 의무가 수용하기 힘든 내  

부담이었음”을 설명했다.

2. 미국

2005년의 십계명 재  두 건  하나인 맥크리어리(McCreary) 카운티  터키 자

유인권 회(ACLU) 소송394)은 터키 법정의 십계 련 게시물과 련이 있다. 헌법

재 소는 주의 “ 히 종교 인 목 ”때문에 그 게시물이 헌임을 인정했다. 터

키의 두 카운티에는 “크고  테두리를 두른 출애굽기의 인용을 포함한 킹 제임스 버

의 십계 축약본”이 설치되어 있었다. 두 곳 모두 방문자들이 “바로 볼 수 있는” 평

평한 복도에 놓여있었다. 반 에 부딪히자 카운티들은 매번 더 많은 구성요소들을 더

하면서 각 게시물을 계속해서 바꾸었다.

 결문에 따르면, 첫 번째 수정행 는 다른 치에 그 십계 게시물을 확장하여 

옮긴 것이었다. 최 에는 제임스 1세의 흠정역 버 의 커다란 액자의 십계 게시물이

었다. 두 번째 수정행귀는 작은 액자들에 종교 인 주제를 갖거나 종교  요소를 강

조하기 해 인용된 문구를 넣어 게시한 것으로서, 독립선언문, 터키 설립 선언문, 

국가  모토인 ‘우리가 믿는 신 안에서’라는 문구, 십계의 내용이 포함된 이건 

통령의 1983년 2월 성경의 해 선언문에 한 의회 기록, 링컨 통령이 지정한 

1863년 4월 30일 선언문  ‘충성스러운 볼티모어 유색인들에 한 응답’에서 ‘성경

은 신이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 읽은 부분 등이었다. 두 번째 수정에서 “게

시물은 동일한 크기의 액자 9개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3

-17 에서 ‘흠정역 버 ’으로 십계를 명백히 설명했고 보다 더 길게 인용하 다. 

십계의 조합은 마그나카르타, 독립선언문, 권리장 , 별이 빛나는 깃발(미국 국가) 가

사, 메이 라워 정문, 국가 모토, 터키 설립 선언문과 여성 정의에 한 사진으

로 이루어졌다. 이 모음은 ‘미국 법과 정부 창립의 표 ’이라는 제목이 붙었고, 각 

문서는 그 역사 , 법  요성에 한 언 이 첨부되었다.395)

다수의견의 “분석 기 은 ‘수정헌법 제1조가 요구하는 종교와 종교 사이, 종교와 비

394) McCreary County v. ACLU, 545 US 844 (2005).
395) McCreary County v. ACLU, ibid., pp. 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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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사이의 국가의 립성’ 원칙이다.396) Souter 법 은 배심원들을 해 립성 

원칙을 자세히 설명했다. “명백하고 한 종교 진흥 목 을 가지고 행동할 때 정부

는 공  종교 립성이라는 국교조항의 심  가치를 반하는 것이며, 정부의 명백

한 목표가 한쪽을 지지하는 것일 때 립성은 없다”는 것이다.397) 카운티들이 그들의 

진짜 최  목 이 검증 불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바꾼 게시물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

장했음에도 불구하고398), 정황상 “합리  배심원이라면 십계의 종교  메시지를 강조

하고 찬양할 의도 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다수의견은 인정했다.399) 

 결은 특히 최  목 의 검증불가능성에 해서 “그들의 첫 주장은 바로 그 목

에 한 고려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진짜 ‘목 ’은 알 수 없으며 

그것을 찾는 것은 법원이 선택 으로 그리고 측 불가능하게 숨겨진 의도의 증거를 

찾아내려는 단순한 변명”이라고 언 하 다.400)

유의할 은 다수 의견의 마지막 부분은 립성 원칙의 더 세부 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명 지침으로서 립성의 요성”에 을 맞추며 Souter 법 은 

국교조항의 해석에 어떤 안내가 필요하다는 을 지 하고 있다.401) 

 다수의견은 “물론 우리 모두는 해설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수정

헌법 제1조는 ‘국교’에 한 명문화된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용어는 확실

히 자기정의 이다. 구도 국교부인조항이 국가(혹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법인, 州)가 

교회를 지정하는 것을 막지 않지만 본문의 어떤 부분도 얼마나 더 많은 문제를 다

야 할지 언 하고 있지 않다”고 시하고 있다.402)

신앙의 자유(Free Exercise)와 국교조항 간의 긴장에서 비롯된 “해석의 다양성 문제”

의 에서 “ 립성 원칙은 좋은 방향감을 제공한다.”(p.875) 특히 립성 원칙은 수

정헌법 제1조를 받아들이는 이들의 큰 심사인 “시민간의 불화”403)문제를 제기한다.

396) McCreary County v. ACLU, ibid., p. 860.
397) Ibid.
398) Ibid., p. 860.  결에 따르면, “그들은 시기와 주제의 문제에서 최근 정부의 행동들에 

한 최신 소식으로부터만 단하듯 이 사건에서의 목 도 추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

bid.
399) Ibid., p. 867. Stone v. Graham 결에 포함된 정황과 맥락의 요성을 논하면서 인정하

다.
400) Ibid., p. 861.
401) Ibid., p. 874.
402) Ibid.
403) Ibid., p.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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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수의견은 “ 립성 원칙은 단지 종교조항의 수용을 자극하는 주된 심  

하나에 응답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미국 설립자와 시민들은 당시에 종교 문제에 

있어 개인 분별력의 통일성을 보호하기 해서뿐만 아니라 정부가 종교  논쟁에서 

한 쪽에 무게를 실어  때 나타나는 시민 간의 불화로부터 사회를 지켜내기 한 의

도 다. 국 청교도와 양당원의 후 들간의(혹은 매사추세츠 청교도와 침례교도 간

의)불화만큼이나 사회를 더 잘 어지럽힐 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하 다.404)

따라서 “국가의 립성”에 해 역사 으로 찰을 하면 “[이] 립성에 한 호소

는 일반  원칙이지만 그 단독으로는 존재하는 모든 이슈들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

이었지만 사실상은 정책상의 목표기 이었다고 한다.405) 그리고 립성은 종교와 국

가간의 계에 한 헌법 인 평가에 있어 “지침이 되는 원칙”이 되어왔다고 설시한

다.406) 

덧붙여, 역사  증거를 탄핵하려는 주장에 반 하면서, 다수의견은 “헌법제정자들이 

종교 승인 성명의 립성을 포함한 종교 문제에서의 국가의 립성을 요구할 것을 의

도했다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 한 있다”고 주장하 다.

다만, 여기에 련된 Rehnquist 법원장과 Thomas 법 의 반 에 동의한 Scalia 

법 은 립성의 역할 문제를 제기했다.407) 그의 에서 “어떤 것도 사회의 신에 

한 믿음의 정부 확인이 법원 스스로 그 다고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이라

는 법원의 주장에 맞설 수 없다.” 그는 “종교와 비종교 역 사이에 가정된 립성 

원칙”의 근거로 법원의 1971년 몬 결을 들면서, 그 결이 “완 히 신빙성을 

상실했다”는 그의 을 강조하 다.408) 그는 “ 법원이 립성 원칙을 계속해서 

용할 무모성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신빙성을 상실했다”고 언 하며 이 을 

지지했다. 역사  사실들에 한 그의 에서 의하면 “ 립성의 원칙은 헌법에 

한 잘못된 해석”의 결과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409)

Ⅲ. 입법기 에서의 기도와 종교  상징들

404) Ibid., p. 876-877.
405) Ibid. 
406) Ibid., p. 878.
407) Ibid., p. 889. Kennedy 법 은 Scalia 법  주장의 둘째와 셋째 부분에는 동의하 지

만 립성의 논의를 포함한 첫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408) Ibid., p. 890.
409) Ibid., p.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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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 의회내 십자가 결(헤센주행정법원)

2003년 독일 헤센주행정법원에서는 입법회의장에 십자가를 게시하는 것을 지하는 

결을 내렸다.410) 그 모는 다음과 같다. 지방 의회의 한 원은 회의장의 50cm길

이 십자가를 없앨 것을 요청했다. 지방 의회 의장은 사 심사과정에서 그에게 유리한 

행정법원의 결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 심사과정에서 주행정법원은 에서 살펴본 연방헌법재 소의 1995년 학교내 

수상 결411)  1973년 법정내 십자가 결412)를 참조하면서 결하 다. 주장들

의 논거  하나는 1995년 학교내 수상 결이 종교 인 상징물에 한 노출로부터 

소수자들을 보호할 의도 다는 요지의 것이 있었는데, 주행정법원은 이러한 논거는 

인정하지 않았다.413) 그리고 주행정법원은 1973년의 법정내 십자가 결을 언 하면

서, 소수자들의 민감성은 소극  종교  자유의 일반  요건이거나 근본 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 했다.414) 즉 소수자들이 민감히 느끼는 이 존재한다는 것

만으로는 그것을 소극  종교  자유로서 헌법 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당 로 곧

바로 연결해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독일의 성인은 일상 속 여러 장소에서 십자가라는 기독교  상징에 하여 

마주치게 되지만 그러한 것은 독일의 문화  유산으로서 그로 인해 그의 종교  믿음

이 흔들릴 수 없다는 주장에 해서 주행정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했다. 주행정법원은 

학교내 수상 결을 언 하면서, 그 상징을 매일 일상생활에서 지나가며 마주치는 

경우와 당해의 경우와 같이 입법회의장 등에서 마주치는 경우 사이의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지 했다. 일상생활에서 종교  상징물 는 종교를 명시하는 무언가를 마주

치는 것은 그  단순히 지나쳐가는 것일 뿐이지, 그 상징들이 州(국가, 정부)로부터 

발원하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강압의 것도 아니다. 이에 반해, 학교내 수상 

사건에서는 의무 인 학교 출석으로부터 강압이 형성되어 나온다. 그리고 이 사례의 

지방 의회 구성원들도 주 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고 불참은 허용되지 않

는다. 그리고 지방 의회의 개별 구성원들은 오직 사임을 함으로써만 이 강압으로부터 

410) 이 헤센주행정법원의 결에 해서는, VGH Kassel(카셀 소재 헤센주행정법원), Neue Jur

istische Wochenschrift(NJW) 2003, 2471 참조.
411) BVerfGE 93, 1. 
412) BVerfGE 35, 366.
413) VGH Kassel, NJW 2003, 2471.
414) VGH Kassel, NJW 2003,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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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날 수 있다.415) 요컨  핵심은 강압의 여부가 된다는 것이다.

지방 의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극 인 종교  자유가 있다는 에 해서는, 주행

정법원은 극  종교  자유와 소극 인 종교  자유 사이의 갈등은 과반수 원칙으

로는 해결될 수 없는데 그것은 특히 소수자들의 종교  자유를 보호하려는 기본법 제

4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 다. 그래서 십자가를 게시하는 것으로써 반 자의 종교

 신념을 무시하는 것은 종교 문제에 한 국가의 립성의 원칙과 모순된다. ( 극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군가가 그의 종교  신념을 국가기 에서 실 하게 

할 무제한  권리는 없다.416) 십자가는 단순히 기독교에 의해 형성되어 결과된 서구

의 ‘문화’  표상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인 ‘종교’  상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건물이나 방에 십자가를 설치하는 것은 소유주의 기독교 인 정체성을 계속하여 달

하는 것이라고, 연방헌법재 소의 학교내 수상 결의 다수 의견과 같이 주 법원은 

설시하 다.417)

그리고 당해 사건의 본 심사에서 주행정법원은 당시 연방헌법재 소에서 결정이 난 

‘머릿수건 결’의 논지를 참고하면서, 당해 사건의 지방 의회 의장의 주장을 배척하

다.418) 머릿수건 사건에서 교사는 머릿수건을 착용함으로써 이슬람교도로서의 개인

 정체성을 표 하려 했다. 그 사례는 체 으로 볼 때, 만일 이 사례에서 지방 의

회 의장이 입법을 이유로 한 회합을 할 때 십자가 목걸이를 매는 가상  상황과 비교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의장은 십자가를 그의 몸에 착용하려고 의욕

하지도 않았고 사 으로 종교  상징을 표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오히려 지방 

의회 의장으로서 그의 공식 인 역할 때문에 카운티 의회 입법 회의장에 십자가를 보

이게 된 것이다. 한 이를 반 하는 멤버도 회의에 참석해야하는 의무 때문에 이 십

자가를 보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에 의해 볼 때 십자가를 공개 게

시하는 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단순 개인의 종교  표 이 아니라고 보았다.419)

2. 미국

415) Ibid.
416) VGH Kassel, NJW 2003, 2473.
417) Ibid.
418) VGH Kassel, NJW 2006, 1227.
4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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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rsh v. Chambers 사건

미국 연방 법원은 1983년 Marsh  Chambers 사건420)에서 네 래스카 주의회의 입

법일 개회에서 주가 여를 제공하는 목사에 의한 기도로 시작하는 습을 다루었다. 

법원은 주로 의회와 다른 공식 인 기도들을 수용한 긴 역사에 한 분석에 근거하

여 습을 지지했다. 법원은 그 습이 “이 카운티의 역사와 통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식민지 시기에서 공화국의 시작과 그 이래로 입법일의 기도 습은 국교제의 

폐지 원칙과 종교  자유와 함께 공존해왔다”고 언 했다. 역사  증거는 제1 의회

(the First Congress)가 “각 의회가 목사를 임명하고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고 국가에의 

순종을 한 수정 제 1조를 승인했기 때문에 입안자들이 입법일 기도를 허용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 역사  배경에 반하여 법원은 기도를 지원하고 장로교회의 목사

를 임명해 공  자 으로 지불하며 기도가 종종 “유태교와 크리스트교의 통으로” 

행해지는 것이 헌법상 허용 가능한 것이라 인정했다.

Brennan, Marshall 법 은 찬성, Stevens 법 은 반 했다. Brennan 법 은 입

법일 기도의 습이 3단계의 몬심사기 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교조항에 내

재한 분리와 립의 원칙을 반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한 반 의견에서 Stevens 

법 은 민주 으로 선출된 의회에서 목사의 믿음은 다수의 종교  믿음을 반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 했다 한 네 라스카의 목사에 의한 일부 기도의 내용이 명백히 

종 인 내용이라고 지 했다. Marsh 사건의 결에도 불구하고 입법일 기도의 허용 

가능성에 해 소송에서는 상당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다. 특히 입법일 기도가 반드

시 종 이지 않아야 하는지가 논쟁의 상이었다.421)

(2) Van Orden v. Perry 사건

 다른 십계 재 인 2005년의 Van Orden v. Perry 사건422)에서 십계의 구 물을 텍

사스 주의회 의사당 앞에 설치함에 한 문제에 하여도 입법기 과 종교와의 (넓은 

420) Marsh v. Chambers, 463 US 783 (1983).
421) Pelphrey v. Cobb., 547 F 3d 1263, 1272-4(11th Cir. 2008) 결은 입법일 기도와 련된 

최근의 연방 결들에서 “입법일 기도에서 종 인 언 에 한 기도 문제에 한 명확한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Ibid., p. 1274. 
422) Van Orden v. Perry, 545 US 67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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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의) 결탁의 허용은 유지되었다.423) 십계 구 물이 합헌이라는 Rehnquist 법

원장 표 집필의 다수 의견은 ‘ 립성’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반면, Breyer 

법 은 ‘ 립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Breyer 법 은“‘ 립성’만을 측정하기 

해 고안된 심사기 으로는 불충분”하며, 법 으로 어떤 조건에서 ‘ 립 ’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때로 힘들다고 언 했고, “제 로 이해되지 못한 립성의 개념은 종

교에 한 개심을 낳을 수 있다”는 험성을 Schempp사건의 Goldberg, Harlan 법

을 인용해 역설했다.

그 사건에서 Ginsburg 법 이 참여한 Stevens 법 의 반 의견에서 립성에 

한 가장 범 한 구명이 있었다. 반 의견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벽”의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그 벽이 보호하는 원칙들  하나는 “이 원칙들  최우선이며 가

장 근본 인 것은 국교조항이 종교  립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며, 정부는 한 종교  

믿음을 다른 종교에 비해 선호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424) 그러나 반 의견 측은 “

립성 원칙을 재언 하며, 국교조항의 범 를 정의하는 데 종종 사용되는 은유의 과도

하게 엄격한 해석을 피하는 것의 요성”을 한 인정했다. 그들은 한 미국에서 역

사 으로 종교의 역할과 그에 한 정부의 승인에 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텍사스의 십계 구 물은 이 역할 인정의 범 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즉, 텍사스 주 의

사당 마당에 있는 석상은 소극 인 종교의 인정으로 평가될 수도 없고, 그것을 반

하여 제거하라는 주장에 한 주의 거 은 단순히 역사  유물을 보존하고 싶은 욕

구로 설명될 수도 없다. 이 국가의 종교  립성에 한 단호한 서약은 유일한 신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공식 으로 지지하는 데에 한 다수의 승인과 명백히 모순된다

고 하 다. 립성의 원칙에서 텍사스의 구 물을 승인하는 것의 효과에 해 반 의

견 측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이 메시지가 수용된다면 우리가 오랜 기간 고

수해왔던 립성의 원칙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게 된다” 반 의견은 “국가의 역사와 

헌법의 기조에 기반하고 있는” 립성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25) Souter 

423) Ibid., p. 745-6. Souter는 반 의견에서 “이 사건에서 종교  구 물은 텍사스 주 의회 의

사당 마당에 있다. 주 의회 의사당 건물을 가리키는 데 ‘법원’이라는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

는 데에는 무언가 요한 이 있다. 주 시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라는 이다. 종교 

립성이 어떤 시민이라도 공 인 장소를 방문할 때 그의 종교와는 다른 공 인 종교  

지 를 명백히 내포하거나 자신의 종교를 거부하는 표 을 마주쳐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고 하 다 Ibid.
424) Ibid., p. 709.  결  Stevens 의 반 의견에서는, “이 립성 원칙에 한 보다 넓은 

이해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사례의 경우가 된다”는 이 언 되었다. Ibid., p. 710. 
425) Ibid., p. 734. 반 의견은 “정부가 종교와 비종교 역 사이에서 립 으로 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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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은 Ginsburg, Stevens 법 의 반 의견에 동의하면서, “수정 제1조의 종교에 

한 규정이 종교에 한 정부의 완 한 립까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

더라도, 국교부인조항은 립성을 일반  기 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립성 원칙을 

옹호했다.

 
3. 랑스 -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지하는 법안(2011년 

법)을 심으로

(1) 입법의 배경

앞에서 본 2004년 법을 둘러싼 논쟁에 더하여 랑스는 최근 다른 법안을 통과시켰

다. 

이에는 많은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머리 스카 에 시작된 소동은 랑스에

서 교실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그 밖의 공공 역에서 체 얼굴 베일의 문제까지 번

지게 되었다는 배경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부르카(burqa) 는 니캅(niqab) 착용 여성

은 랑스에서 사실 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카가 반 “ 랑스”, “반 여

성주의  ”이 된다는 주장이 그 후 심각한 이슈가 되었다.

베일을 한 여성은 귀화 행사에서 제외되었으며,426) 2008년에 niqab을 입은 한 여성

은 랑스 문화로의 통합성에 한 흠결을 이유로 그 랑스 시민권이 거부되었다. 

이 결정은 국사원(Conseil d’État)에 의해 지지되었다.427)

이에 더 나아가 발생한 것이 얼굴을 가리는 것에 한 지 법(“Loi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espace public”,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지

하는 법”)이다. 이는 2010년 9월 14일 기 으로 랑스 상원을 통과된 법안에 의해 탄

생하 다. 즉 이것은 마스크, 헬멧, 방한모, 히잡을 비롯하여 얼굴을 가리는 다른 베일

는 요구는 건국 당시의 사람들 일부에게는 생소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유 교와 기독교 

사이에서의 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그럴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건국 당시의 사람들의 

기 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고려할 것은 그들이 우리의 헌법에 남겨둔 법 인 원칙이

다”라고 하면서, 헌법제정당시의 도나 인식을 그 로 용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체 인 

원리를 기 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Ibid.
426) P. Bernard, “La préfecture de Seine-Saint-Denis interdit à des femmes voilées l’accès à son s

alon d’honneur,” Le Monde (2004.12.24.).
427) William Jean-Claude, “Le conseil d’État et la laïcité: propos sur l’avis du 27 novembre 199

0,”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Vol.41, No.1 (1991) pp. 16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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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얼굴을 가리는 쓸 것들을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공장소

에서 쓰는 것에 한 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지는 얼굴을 가리는 경우, 온 

몸을 덮는 것인 부르카에도 용된다. 이 법안은 앞서 2010년 7월 13일에 랑스 하

원에서 이미 통과되었던 것이었다.428) 

이 제안을 지지하는 주요 논거는 얼굴을 가리는 것이 사람의 분명한 인식을 어렵게 

하는데, 이는 의사소통에서 얼굴의 인식과 표 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안보 험일 뿐

만 아니라 사회 인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반 로 지에 반 하는 주요 논거는 이것

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429) 

2011년 4월 11일로, 길거리, 상 , 박물 , 교통, 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이나 다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차도르, 스카 , 그

리고 얼굴을 가리지 않는 다른 머리에 쓰는 것과 같은 베일들은 이 법에 향을 받지 

않으며 착용할 수 있다.430) 이 법은 외국인들과, 비 이슬람교도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

에게 용되는데, 이들은 오토바이 운 자나 안 작업을 하는 근로자와 같이 법에 의

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나 일부 카니발과 같이 인정받는 비정기 인 행사 인 경우만

을 제외하고는 공공장소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 법을 어긴 자들에

게 법은 150 유로까지의 벌 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에 추가해 시민의식 교육에 참여

하도록 할 수 있다.431) 이 법은 한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도

록 강요한(폭력, 박, 혹은 권력의 남용으로) 자에게는 30,000 유로의 벌 과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은 그 상자가 18세 이하일 때 2배로 가 될 

수 있다.432)

이 법의 결과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여자에 한 유일한 외는 그녀가 자

가용으로 여행할 때나 종교 인 공간에서 배를 드리고 있을 때이다.433) 랑스 경

428) Steven Erlanger, “Parliament Moves France Closer to a Ban on Facial Veils,” The New York 

Times (2010.7.13.) (최종 속 : 2013.4.23.).
429) “Arrests As France Enforces Veil Ban,” Sky News (2011.4.11.). (최종 속 : 2013.4.23.).
430) “French senate approves burqa ban,” CNN (2010.9.14.). (최종 속 : 2013.4.23.).
431) “Texte adopté n° 524 – Projet de loi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espace pu

blic,” www.assemblee-nationale.fr. (최종 속 : 2013.4.23.).
432) “Texte adopté n° 524 – Projet de loi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espace pu

blic,” www.assemblee-nationale.fr. (최종 속 : 2013.4.23.). ; “French Senate votes to ban Islam

ic full veil in public,” BBC. (2010.9.14.). (최종 속 : 2013.4.23.).
433) Thejournal.ie에서 인용함. (http://www.thejournal.ie/france-face-veil-ban-to-take-effect-next-month

-2011-03/ 최종 속 : 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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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은 랑스에 500만의 이슬람 교도들이 존재하지만 2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베

일로 그들의 얼굴을 완 히 다 가릴 것이라고 언 했다.434) 공립 학교에서 에 띄는 

종교  상징을 착용하는 것은 다른 법(학교에서의 세속성과 에 띄는 종교  상징에 

한 랑스 법)에 의해 2004년 이미 지되었다. 이것은 학교에서 터번과 기타 에 

띄는 의복 착용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베일과 머리 스카 를 착용하는 것에도 향을 

미쳤다.

(2) 추가 인 배경 사실

그 의 태도와는 유사하면서  다른 어조로,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통령이 

2009년 6월 랑스 내에서 종교 인 얼굴 베일은 “환 받지 못한다”고 발언한 직후, 

랑스 국회는 이 이슈에 한 첫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435) 사르코지는 이 법이 얼

굴을 가리도록 강요받는 것에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고 랑스의 세속 인 가치들을 

지지하기 함”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 Pew 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436)에 의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80%의 랑스 투표자들이 이 지 법안을 지지함을 보여주었

다.437) 이 법안에 의해 지될 머리 가리개를 쓰는 여성들은 2000명 정도로 추산되었

다.438) 

2010년에 벨기에의 상원은 얼굴을 가리는 베일들을 지하는 법안을 수하 다. 

그러나, 이것은 벨기에 정부가 상원에서 이를 표결에 부치기 이 에 철회되었기에 법

안으로 표결되지 않았다.439) 랑스 법이 논쟁되어질 2010년 기 으로 보면, 네덜란드

와 스페인에서도 이 베일 등의 부분  지가 논의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는 지법안이 지방정부에 따라 공포되었으나 후에 헌 이라고 밝 졌고, 이는 국

가 수 의 법안이 제안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이슈에 한 

공 인 토론이 시작되고 있었고, 독일, 국, 스 스는 입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국에서는 이 이슈를 학교 교장(director)과 치안 사(magistrates)의 재량으로 

434) Erlanger(註 428).
435) “French Senate bans burka Bill awaits President Nicolas Sarkozy's signature,” CBC News (Ra

dio Canada) (2010.9.14.) (최종 속 : 2013.4.23.).
436) www.pewresearch.org (최종 속 : 2013.12.10.).
437) Frederic Dumoulin, AFP/RFI(2010.9.14). “French parliament adopts ban on full-face veil”. (htt

p://www.english.rfi.fr/france/20100914-french-senate-passes-full-face-ban 최종 속 : 2013.4.23.).
438) Erlanger(註 428).
439) http://www.foxnews.com/world/2010/04/29/belgiums-lower-house-parliament-supports-burqa-ban-question-arises-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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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두는 지시가 발표되었다.440) 

이슬람계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베일은 사실상 이슬람 인 것이 아니며 코란에 의해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 다. 신에, 그들은 이것이 이슬람의 문화  유산의 

부분이라고 말한다.441) 동시에 이에 해 이슬람 교도 입장에서도 반 하는 견해 

한 존재하 다.442) 

(3) 동 법안의 성립과 발효 과정 

법안은 국회에 의해 335  1의 표결로 통과되었다.443) 이것은 상원에 의해 찬성 

246, 반 1, 기권 100의 결과로 통과되었다.444)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얼굴을 가

리는 것을 착용하는 것을 지하는 것이고, 한 랑스를 방문하는 외국 여행자들에

게도 용되는 것이었다.445) 이 법을 어긴 자들에게 법은 150유로까지의 벌 을 부과

한다. 그리고 추가로 ‘시민의식 교육(citizenship course)’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446) 

이 법은 한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도록 강요한(폭력, 박, 혹

은 권력의 남용으로) 자에게는 30000유로의 벌 과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이러한 

형벌은 그 상자가 18세 이하일 때 2배로 가 될 수 있다.447) 랑스의 헌법 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은 2010년 10월 7일 이 법안이 합헌이라고 선언하여 이 법안에 

한 마지막 법  장애물을 치워내게 되었고,448) 이러한 랑스식 事前的 規範統制節

440) “French Senate votes to ban Islamic full veil in public,” BBC (2010.9.14.) (최종 속 : 2013. 

4.23.) ; C. Jamet, “Législation sur la burqa : ce qui se fait ailleurs en Europe,” Le Figaro (Pa

ris) (2010.6.15.) (최종 속 : 2013.4.23.).
441) “Egypt Al-Azhar scholar supports French niqab ban,” Agence France-Presse (2010.9.15.) (최

종 속 : 2013.4.23.).
442) 이슬람 교도이면서 랑스 정부에서 최근에 청소년부 장 을 맡았던 Fadela Amara는 이

에 “베일은 여성의 속을 나타내는 시각  상징이고 따라서 랑스 공립 학교 시스템의 

혼합된, 세속 인 공간에 차지할 자리가 없다”고 선언하 다. Rose George, “Ghetto warrio

r”, The Guardian (London) (2006.7.17.) (최종 속 : 2013.4.23.).
443) Steven Erlanger(註 434) 참조.
444) “French senate approves burqa ban,” CNN (2010.9.14.) (최종 속 : 2013.4.23.).
445) “French Senate votes to ban Islamic full veil in public,” BBC (2010.9.14.) (최종 속 : 2013.

4.23.).
446) Texte adopté n° 524 – “Projet de loi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espace pu

blic,” www.assemblee-nationale.fr. (최종 속 : 2013.4.23.). ; “French Senate approves ‘Burka b

an’,” The Telegraph (London) (2010.9.14.).
447) “Texte adopté n° 524 – Projet de loi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espace pu

blic,” www.assemblee-nationale.fr. (최종 속 : 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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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를 거친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시행되게 되었

다.449)

요컨  2011년 서구 세계 국가  최 로 랑스는 공공 장소에서 체 얼굴 베일

을 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 되었다. 국사원(Conseil d'Éat)가 결정을 통해 그 법

률안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 음에도 불구하고, 랑스의 최고 헌법 재 기 인 

헌법 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은 2010년 말에 합헌이라는 결과를 내어, 랑스 국

회가 그 법률안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4) 2011년법의 반향

랑스에서 가장 크고 향력 있는 리 모스크(Paris Mosque)의 grand mufti(종교계

의 최고 권 자)인 Dalil Boubakeur는 의회에서 진행된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증언하

다. 그는 히잡이 이슬람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랑스와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의 확장은 진화(radicalisation)와 범죄 행동과 련이 있으며, 이것을 착용하는 

것은 랑스의 세속 국가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 하 다. 그러나 그는 법

으로 지하는 데 있어 상되는 어려움 때문에 이 문제가 “경우에 따라” 다루어지기

를 선호한다고 언 하 다. 랑스 무슬림 신도 회(Conseil français du culte 

musulman, CFCM)의 회장인 Mohammed Moussaoui는 법을 활용하는 것에 반 했지만 

이슬람 여성들이 완 한 베일을 착용하는 것을 막는 것에는 찬성하 다.

해외에서는 2010년 7월 키스탄, 카라치에서 수백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이 법안에 

반 하여 시 하 다. 키스탄 기반의 Jammat-e-Islami 정당의 표는 UN이 랑스에 

해 즉각 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 다. Pan-Malaysian 이슬람 정당의 리더인 

Nasharudin Mat Isa는 그 지 법안이 세계의 이슬람 교도들을 화나게 했다고 말했지

만 그는 이것이 그 어떤 테러 행 를 진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 다.

그러나 사실은 해외 이슬람계 내에서도 이 지법안에 한 찬성의 견해450)   반

448) 랑스 헌법 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의 결정. 2010–613 DC (2010.10.7.).
449) “French Senate votes to ban Islamic full veil in public,” BBC, (2010.9.14.) (최종 속 : 2013.

4.23.) “French burqa ban clears last legal obstacle,” CNN, (2010.10.7.) (최종 속 : 2013.4.23.).
450) 컨 , 이집트 카이로의 알-아즈 하르 사원(Al-Azhar Mosque) 성직자 원회의 원인 A

bdel Muti al-Bayyumi는 이 지 법안에 찬성하고 히잡이 Sharia에 어떤 근거도 없다고 주

장하 다. “Egypt Al-Azhar scholar supports French niqab ban,” Agence France-Presse, (201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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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해451) 가 립하며 존재하고 있었다.

랑스에서는 이제 공공 장소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는 행 를 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에 반하는 행 로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시민의식교육’에 출석이 요구될 

수 있다. 동 법은 한 다른 사람에게 그 얼굴을 가리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에 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치 역에서 ‘공화주의  비종교성’이 재로서는 

재차 승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통과로 인해 이에 반 하는 집회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한, 이 법안의 발효가 과연 정치철학 으로 는 헌법체계 

 기본권에 비추어 정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규율이 일반 으로 문화  역사  배경

이 다른 유럽  세계 다른 국가에게도 용될 수 있다거나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에 

한 정치학, 사회학  법학계의 분석과 논쟁이 유럽 륙 곳곳에서 뿐만 아니라 미

국에서도 활발히 개되기 시작하고 있다.

제3  종합  평가  요결

Ⅰ. 공  공간에서의 종교  상징에 한 논의

지 까지 본 바와 같이, 먼  미국 법원은 정교 계(국교비설립 조항)에 한 토

론에서 립성 개념을 계속 활용해 왔으며, 이는 최근의 사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이 정교 계 역에서 취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역시 시

간이 지남에 따라 ‘ 립성’이란 용어의 역할이 증 하고 있음을 찰할 수 있다. “

립성”이란 용어 자체는 이  례들에 있어서 잘 쓰이지 않았던 데 비해, 이후의 

례들에서는 핵심 인 개념이 되었으며, 특히 십자가(Krucifix) 사건과 머릿수건 사건

(소  루딘사건) 사례에서 핵심지표로 쓰이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리고 최근 정교 계

의 재정립에 입법 역이 가장 주도 인 역할을 했던 랑스의 경우는 입법 역에서도 

그러한 용어 사용이 한 이 특징이었다. 

요컨 , 지 까지 상술한 바, 국가와 종교의 계에 한 독일 연방 헌법재 소와 

미국 법원의 요 례 조사를 하 고, 랑스의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사법기

451) 이집트 이슬람교 학자인 Yusuf al Qaradawi는 “히잡은 강제 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

으나, 그 다고 생각하는 이슬람 여성들의 자유를 침해하 다는 이유로 랑스를 비 했

으며, “그들은 다른 여성들이 드러내는 도발 인 형식으로(revealing and provocative manner) 

자유롭게 옷을 입는 것을 허용한다”는 에서 랑스를 비 하 다. Ahmed El-Gharbawy, 

“Sheikh Qaradawi's First Interview,” Onislam.net (2011.10.18.) (최종 속 : 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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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도도 추가로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지을 수 있다. 지 까지 본 것처럼 

세 나라의 사법기 은 그들의 결에서 국가의 립성이라는 용어를 히 사용했

다. 랑스의 경우는 사법기  뿐만 아니라 입법 역에서도 그러한 용어 사용이 

하고 강력한 효과를 렸다. 

다시 확인하자면 이 장에서는 립성으로 나아가는 발 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두 부분, 즉 공교육에서의 종교의 역할과 종교 인 상징들이 공 공간에 시되는 것

에 한 질문들에 주안 을 두고 보았다. 여기서 살핀 본 연구의 핵심 인 발견은 한 

조건에서 어떤 개념들의 ‘융합’으로 보이던 것이,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 즉, 같은 용어가 활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립성에 한 실제 인 의미의 이해

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이미 설명한 립성의 2

측면 내지 4측면에 각각 치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추가로, 비되는 을 찾아보자면, 미국의 상황에서 일부 법 들은 립성은 “거

리를 좁힐 것(less distance)”로 이해하고 있는 도 있는 반면, 독일의 상황에서는 

체로 법원이 말하는 립성은 “보다 멀어질 것(more distance)”을 의미한다는 것이었

다. 뒤의 장에서 논증하겠으나, 무엇보다도 만일 그  ‘ 립성은 융합된 개념’이라는 

식으로 단순히 표 다면, 립성 개념의 근 에 있는 다면  세부개념들의 발  담

론 가능성을 실 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일견 각 사례들이 국가의 립성에 해 

수렴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탐구를 하여야만 립성을 이해함에 있

어서의 공통 과 차이 들을 발견해 낼 수가 있었다.

Ⅱ. 독일, 랑스, 미국에서의 립성 평가

랑스가 공립학교에서 머릿수건 착용을 다른 종교  상징과 같이 취 하며 지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철 한 정교분리 원칙을 추구하는 세속주의 국가라는 에서 그 

원칙이 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국가와 교회의 긴 한 력에 토

를 둔 국가, 즉 종교의 공  역에의 진입을 허용하는 에서, 기독교  서구  상징

은 그 로 두고 머릿수건 착용 지를 하는 것은 그 진입을 자에는 열어두지만 후

자에는 닫아두는 것으로서 논리 이지 않아 보인다.

사실 머릿수건에 한 입법과정에서 어떤 형태든 ‘ 립성’을 유지하려는 의도 다

면, 독일의 입법자들은 두 가지 분명한 선택지를 가졌다. 첫번째는 독일의 통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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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친화 (pro-religious) 립성을 연장하여, 같은 치에 있는 가톨릭 수녀들의 베일 

착용이 허용되는 것처럼 공립학교에서 이슬람교도 교사들이 머릿수건을 착용하는 것

을 일반 으로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 선택항은 얼핏 보면 이론상으로는 그  상

(現狀)을 유지하는 것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러한 조치는 국가정체성에 

향을 미치는 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이제 이슬람교의 머릿수건을 착

용한 교사들이 일반 으로 에 띄게 될 것이고, 이는 소  통 인 “기독교-서양” 

정체성에 기반을 둔 독일의 국가정체성을 침식하게 될 것이 당연했다.452) 두 번째 선

택항은 랑스식의 보다 엄격한 립성에 기우는 방법이다. 즉 그러한 립성의 방법

으로, 국가가 이슬람식이든 어떤 종교의 것이든 머릿수건 착용을 지하고, 나아가 모

든 종교상징을 지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에는 기독교의 상징도 포함되게 된다. 이 

선택항에서는, 국가가 이제 그 자신의 “기독교-서양” 통으로부터 극 으로 거리를 

두어야 했기 때문에, 립성은 유지되지만 국가정체성은 명백히 잠식될 것이다. 

요한 것은, 머릿수건 문제에 해 국가가  두 선택항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기독교-서양” 가치에 기반을 둔 국가정체성으로부터 국가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는 결론이 되는 것이었다. 국가가 의 둘  어떤 해석을 취하든, ‘모든 종교를 동

일하게는 취 하지 않는 것’과 ‘ 립성’은 개념 그 자체에서 이미 양립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의 이른바 머릿수건 지법안은 이러한 딜 마의 존재를 

아  부정하면서 국가의 립성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말았다. 그러나 이는 사

실상 이슬람교의 상징만을 특정하여 배척함으로써 그 당연한 귀결로 그 립성을 

반하는 것이었다.

한편, 랑스와 독일의 머릿수건 지법과 그 제정과정을 비교해보면, 그 과정과 결

과에서 흥미롭게도 공통된 사항이 발견된다. 먼 , 두 경우 모두에서, 진보 , 권리 

심 인 립성이 사법 역에서 고등법원 단계의 지지까지 받았으나, 국가  단결과 

일 성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으로 구성된 정부에게 패배하 다. 둘째, 정치 역에서

의 한 편의 행 자들, 정치인들은 공립학교에서 머릿수건을 쓰는 이슬람교도 학생들

과 교사들은 법의 용에서 제외하도록 법안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셋째,  

사실 두 나라에서 머릿수건 지법안이 목표로 하는 집단은 정치 세력화된 이슬람교도

452) 공립학교 교사의 머릿수건착용에 해서, Volkmann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제시하는데, 

즉 이러한 착용의 허용은 “ 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국가를 하나로 묶고 있는 매듭이 

차 느슨해지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다. Uwe Volkmann, “Risse in der Rechtsordnun

g,”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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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었다는 것은 공통 으로 자명했다. 다만, 이는 독일에서는 토론을 통해 여론에서 

인정되고 받아들여졌으나 랑스에서는 그러한 이 인정되기 보다는 laïcité가 일반

인 효과를 가진다는 슬로건 아래 묻혔다는 차이 이 있다.

 Ⅲ. 향후 망

요컨 , 우리는 랑스식의 엄격 분리 립과 독일식의 열린 립 간의 차이를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슐라이히(Schlaich)가 35년 

에 주목한 바 로,  국가가 개입국가 경향을 띠면서 국가와 사회를 차 일치

시켜나가는 고차원 인 방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단순한 격리’라는 랑스식의 

근은 독일식의 ‘동등한 배려’보다  국가에 합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453). 

그러므로 유럽에서 이슬람교를 수용하는 문제에 한 논의에서 랑스식의 거리를 두

는 립보다 독일식의 열린 립이 종종 선호되는 것은454) 무리한 일이 아니다.455) 

즉 이슬람교도의 머릿수건 착용을 선택 으로 배제하는 문제의 당부를 떠나서 학생

들의 종교  자유는 독일에서 논의의 상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다만 국가 공무원로 

하여  공무에서의 복장에 있어 자제를 보일 것을 기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비합리

인 요청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러한 독일에서의 ‘열린 립’의 결론이었다. 이 은 

원칙 으로 국민들에게 포  립성을 용하되,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가공무

원들에게만 배제  립성을 용하는 립성의 복합  실행 형태이며, 이것이 독일

식 세속주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들을 볼 때 이민자( 는 새 문화그룹)의 유입  개입국가 상이라는 요소

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결국  국가에서도 정교문제를 다룰 때 립 

개념 그 자체를 부정(내지 폐기)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 부정이라는 방식

은 설령 랑스 인 립만을 생각할 때는 이론 으로 고려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공  역에서 종교 , 문화  차이를 포용하는 독일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이

453) Schlaich(註 76), S. 242.
454) 를 들자면 Matthias Mahlmann, “The constitutionalisation of secularism in Germany,” Migr

ation, religion and secularism: A comparative approach (Europe and North America) (Sorbonne 

: University of Paris, 2005) pp. 32-33.
455) 이슬람교도의 머릿수건 착용을 선택 으로 배제하는 문제로 인해 자유주의 원칙이 얼마

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든 간에 학생들의 종교  자유는 독일에서 논의의 상이 아니었음

을, 그리고 국가 성원들로 하여  복장에 있어 용을 보일 것을 기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는 비합리 인 요청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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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다문화 인정을 립과 구별하기 해서는, 특히 ‘열린 립’까지 포함하는 

립과 구별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456) 

랑스, 독일 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다문화주의의 비 을 야기했던 민족

-국가  배타주의가 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공

화주의는 랑스의 경우에 승리를 거두었으며, “기독교 국가”의 건설은 독일의 사례

에서는 실제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같이 가톨릭 이며 보수 인 일부 州(Land)들

의 수정된 교육법에서 부분 으로나마 부활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 -정치  결과의 정당화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했던 “ 립”, “

립성”이야말로 다문화주의 비평가들이 언제나 말했던 바 로 특수한 집단의 세를 

장한 외피로 효력과 기능을 발휘했는지. 그리고 그러므로 오늘날 다문화  인정을 

향한 기획이나 정책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하고 유의미한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

을 던져본다면 이 에서는 ‘그 지 않다’고 답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립은 다문

화주의 비평가들이 폄하하는 것처럼 집단의 권력을 숨기는 단순한 연막장치라기보다

는 보다 다면 이기 때문이다. 한, 다문화주의 로젝트의 내재 인 문제 들과 비

일 성 때문에도 그러하다. 재에도 상존하고  어떤 곳들에서는 지배 인 념이

기까지 한 (민족-국가주의로서의) 배타주의  사조 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주의  

립의 원칙을 수호하는 독립된 사법부들에 의해 주요하게 표되는 강한 보편주의 

사조 한 존재한다. 오늘날, 특히 유럽에서는 고 인 민족-국가가 후퇴하는 만큼, 

이러한 강한 보편주의 사조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국가가 “소유된다”는 추정을 근

본  제로 하는 다문화주의  안이거나,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오히려 그 

효용성이 흠결되는 정교“분리” 개념의 발달이라기보다는, 역사 으로는 자유주의  

토 를 갖고 있고 재도 발 하고 있는 립성 개념의 발달이 무엇보다도 유용하

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학계와 례의 흐름을 크게 세 가지의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분

리를 강조하는 견해, 수용을 강조하는 견해, 그리고 충 인 견해(소  립설)이 그

것이었다. 나는 이것을 배제  립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포함  립성의 측면

을 강조하는 입장, 그리고 립성의 두 면을 모두 이해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 본다. 

456) Joppke는 이에 해 3개의 구별되는 요소를 제시하 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다문화 

인정에 더 설득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도 Joppke는 지 한다. Joppke(註 34), p. 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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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았듯이 이  세 번째 입장인 충  견해(혹은 소  ‘ 립설’457))은 정부가 

종교에 하여 립 이어야 하므로, 정부는 세속에 비하여 종교를, 어느 종교에 하

여 다른 종교를 더 편애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연방 법 들은 국교설립 지 규정의 배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서 1960년 에 개발되고 1971년 Lemon v. Kurtzman 사건에서 확립된 세 가지 

심사기 을 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심사기 은, 간 으로 종교를 발 시키는 

정부의 조치를 허용하고 정부와 종교의 연루가 지나치지 않으면 이를 허용하므로 엄

격분리설과 구별되고, 입법목 이 세속 이지 아니한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수용설

과 구별된다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 로이다.

이러한 ‘ 립설’은 1970년 에는 많은 법 들이 지지하 으나 1980년 에는 다소 

지지가 어들었고, 1990년 의 Rehnquist 법원에서는 수용설 지지자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확고한 립설 지지자는 Stevens, Ginsburg 법  정도라 할 수 있었다. 미국

사회가 보수화되어 가면서 엄격분리를 반 하는 견해(이른바 수용설)을 지지하는 

법 이 늘어나 Rehnquist 법원장 체제에서는 Rehnquist 법원장을 비롯하여 Scalia, 

Kennedy, Thomas 법 이 이 입장을 지지하 지만, 연방 법원의 다수를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었고, 이는 재의 법원 체제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간의 

분쟁을 방지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해서는 엄격분리(배제  립성)에 입각하거나 

어도 ‘ 립성’ 그 자체에 기반한 견해의 측면에서 국가와 종교의 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미국 법원의 결 경향이 보여주고 있다고 단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긴 비교법  고찰을 통해 국가의 종교  립성 개념에 해 남아

있었던 불투명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았다. 이러한 국가-종교 계에 한 규범체계의 

원칙으로서의 국가의 종교  립성 원칙은 배제  립성과 포  립성의 두 측

면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비교법  고찰을 통해 독일, 랑스, 미국의 각 세속주의 

형태 내에 역사  배경에 따라 특유하게 자리잡고 있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기본 으

로 어느 나라이던 간에 립성을 가능한 한 배제  립성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가능

한 한 포  립성으로 이해하는 입장간의 립이 이어지고 있는 을 확인하 다. 

이러한 립은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도, 의회에서

의 토론의 방 의견으로도 나타났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457) 이러한 표 에 해서는 박홍우, 앞의 , 395면 이하  Chemerinsky(註 190), p. 1151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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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가 립 일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국가의 립성의 두 측면  어떤 을 

심으로 이해하는가에 한 차이에 다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Ⅳ. 본 장의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연구 목표들의 달성에 필요한 간 인 명제들의 구명이 그 제로

서 요청되었는데,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간 인 명제  제5명제부터 제7명제까지 밝

혔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간 비교 고찰을 하면 독일, 랑스, 미국이라는 세 국가에서 모두 국가-종교

계에 한 에 해 크게 보아 배제  입장과 포함  입장이라는 두 견해로 나뉘고 

있으며 보통 두 입장은 각각 자신이 ‘ 립 ’임을 표방하고 있음(제5명제 첫문장)은 

앞 장에서도 구명했으나 이 장에서 그 이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장의 고찰 결과, 

최근 랑스는 배제  립성을 고수하고, 독일은 포함  립성에서 배제  립성

으로 다소 이동하며, 미국은 배제  립성에서 포함  립성으로 다소 이동하는 경

향을 보 다(제5명제 둘째문장). 세 국가를 각각 국가내 으로 고찰해서 볼 때 사법

역과 정치 역(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계에서 각각이 표방하는 립성

은 ‘갈등’을 겪는데, 이것이 차차 ‘수렴’해나가는 상 한 보이고 있었으며, 최근에 

랑스에서는 입법, 독일에서는 입법과 사법, 미국에서는 사법이 이러한 정교 계의 

기본원칙에 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면서 ‘갈등  수렴’의 상을 뚜렷이 보이고 있

다(제6명제).

이 게 제1명제부터 제6명제에 한 제2장과 제3장의 고찰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의 

종교  립성은 정교문제와 련하여 기본권 침해여부를 단하거나 국가 공권력 행

사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기 이 될 수 있으며, 실질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제7명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간결론에 의거하여, 그 다면 우리 한민국의 헌법 제20

조 제2항의 의미와 정교 계법체제는 종교  립성 개념과 련하여 어떻게 규범

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답해야 할 순서가 되었다. 이에는 먼  제8명제( 한민국에

서의 정교 계의 기  논의 미발 했다는 것), 제9명제(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이 

이미 한민국 헌법  법률 체계에 내재한다는 것)  제10명제(명제 8에도 불구하

고, 명제 9에 근거할 때, 국가의 종교  립성 기   그 양면성을 용하여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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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행 련법령과 례를 평가하고 유형화할 수 있음)의 증명이 필요하고, 이 증

명은 곧 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의 의미를 구명한다는 기  목표  그와 련

된 세부 목표의 달성과 직결된다. 그리고 이의 달성 여부는 한민국 헌법상의 국가

와 종교의 계의 기본원리를 구명한다는 본 논문의 연구 체 목표의 달성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제4장 헌법 제20조 제2항의 의미와 종교  립성

제1  헌법 제20조 제2항의 역사  연원

Ⅰ. 서

우리 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기서의 “정치”라는 개념의 의미에 해서 

먼  확정해야 한다. 이것이 불확정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종교와 정치가 분

리된다(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는 것은 법학이나 정치학 등의 술에서 국가

와 종교의 계를 축약 서술할 때 일견 자주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형태 

그 로 성문의 헌법 에 규정한 사례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부록에서의 [표 

1]과 [표 2]에서와 같이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본 논문 뒤의 부록 참고)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방식에 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  수 있다.

첫째, 세속성조항이 있는 경우이다. ‘국교가( 는 국가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

리 OO국은 세속국가다’ 등을 선언하는 문구가 그러한 세속성 조항이다. 이 세속성 조

항을 통해 헌법상 정교분리  국가의 종교  립성의 근거로 해석되며, 그 범 에 

한 논쟁과 담론을 통해 법리를 발달시키는 경우이다. 표 으로 랑스와 미국의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랑스의 경우는 개별법으로서 1905년에 제정된 정교분

리법 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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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제1조 연방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國敎의 樹立을 규정하거나 

信敎上의 자유로운 행 를 지하지 못한다 ….  

미국헌법 제6조 제3항 … 合衆國의 신임에 의한 여하한 공직에 있어서도 그 

자격으로서 종교상의 요건이 課하여지지 아니한다.

랑스 헌법 제1조. 랑스는 … 비종교  공화국이다.(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 ) (그리고 

1905년의 소  정교분리법에서 이미 정교분리의 상세한 규범들이 확정됨)

둘째, 세속성조항이 없는 경우, 그러나 신앙의 자유조항, 평등조항은 갖추고 있기에 

이러한 두 가지만을 결합 해석하여 헌법상 세속성 내지 정교분리  국가의 종교  

립성의 근거로 해석되고 있는 경우이다. 만 등 헌법해석례가 이 부류에 속한다. 

만헌법 제13조 인민은 종교를 信仰하는 자유를 가진다.

셋째, 아  여러 세부 인 조항들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세속성 조항이 있을 수

도 있는데 그럴 경우 이는 정교문제의 원리 인 규범  틀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의 규범  해석에서 보다 많이 참고되는 것은 이러한 세부 인 조항들에 의거하는 것

이 된다. 독일  일본의 경우가 표 이다.

독일 기본법 

제4조 제2항 종교행사를 방해 받지 않을 자유는 보장된다.

제140조【바이마르 헌법조항의 용】 1919년 8월 11일의 독일헌법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의 규정은 이 기본법의 구성부분이다.

참고로 바이마르 헌법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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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시민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종교의 자유의 행사에 의해 좌우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시민과 국민의 권리의 향유와 공직에의 취임은 종교  고백과

는 무 하다. 구도 자신의 종교  신념을 공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청은 

종교단체에의 소속여부를,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나 법률에 의

한 통계조사의 필요상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을 수 있다. 구도 교회의 

배나 의식, 종교행사에의 참여, 는 종교  선서형식의 사용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137조 국가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단체에 한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

다. 라이히 토 내에서의 종교단체의 연합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모든 

종교단체는 자신의 사무를 모든 실정법률의 범  내에서 자율 으로 규율하고 

운 한다. 종교단체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간섭 없이 그 직을 임명한다. 종교단

체는 민법의 일반조항에 따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기존에 공법인이었던 종교

단체는 이를 유지한다. 기타의 종교단체는 그 조직상태와 신도수를 기 으로 

지속성이 보이면 신청에 의해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종교

단체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면 이것도 역시 공법인이 된다. 공법인인 종

교단체는 각주법률이 정하는 조세명부에 근거하여 세 을 징수할 수 있다. 공

동의 세계 을 보유함을 목 으로 하는 결사는 종교단체와 같은 지 를 갖는

다. 본 조를 시행함에 있어 더 이상 필요한 규정은 주의 입법으로 정한다.

제138조 법률, 계약 는 특별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종교단체에 한 국가의 

부는 주의 법률로 폐지한다. 그 기본원칙은 라이히가 세운다. 종교단체와 종교  결

사가 문화, 교육, 자선의 목 으로 보유한 시설, 재단, 기타 재산에 한 소유권과 

기타의 권리들은 보장된다.

제139조 일요일과 국경일은 휴일  안식일로서 법률로 보호한다.

제141조 군 , 병원, 교정시설 는 기타의 공공시설에서 배와 정신수양의 필요성이 

있으면 종교단체의 종교행 가 허용될 수 있다. 단 어떠한 강제도 배제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국가와 종교 사이의 계에 요구되는 규범에 해 헌법  자체

에 여러 세부 인 조항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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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0조 제1항 信敎의 自由는 구에 해서도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구든지 종교  행 , 축 , 의식 는 행사에 참가할 것을 강제당

하지 아니한다. 제3항 국가  그 기 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  활

동도 해서는 아니 된다.

한 그 이외에도 스 스, 벨기에, 인도 등 여러 국가가 헌법  자체에 여러 세부

인 조항들을 두고 있는 유형에 속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국교가( 는 국가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OO국은 세속

국가다’ 등의 세속성 조항이 있는 경우는 있어도, 따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는 표  자체가 그 로 성문의 헌법 에 규정한 사

례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두 표 에 일단 [표1](독일, 랑스, 미국, 일본 등

의 )만 보아도 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우리의 헌법 제20조 제2항과는 다른 방식의 

서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로 일견 드러나는 우리 헌법 제 20조 제2항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기서의 “정치”, ‘종교’라는 개념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이 에 

해서 먼  확정의 필요성이 있다. 헌법 제20조 제2항 후문이라는 규범이 보호하려

고 하는 가치 내지는 규범의 보호 역을 확정하기 해서도 그러하거니와 국교를 인

정하지 않는다는 문이 후문과 어떤 계를 가지는 지를 확정하기 해서도 그러하

다. 특히 ‘정치’에 해서는 통 인 의미와 달리,  의미에서 국가를 넘어선 

상황까지도 지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항에서 말하는 “정치”의 범 가 무엇인지 

그 독자 혹은 수범자의 주  이해에 따라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리하여 규범의 수범자가 불분명하다. ‘정치’에 하여는 그것이 정하고 있

는 수범자가 단지 국가기 인지 아니면 정당정치인까지 포함하는지 는 더 넓은 의

미로 정치  활동을 하는 평범한 개인까지도 포함하는지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에 해서는 이것이 조직과 교리를 갖춘 종교단체와 

그 믿음에 국한해 말하는 것인지  반 로 조직과 교리가 없는 한 평범한 개인의 

종교  신앙까지도 말하는 것인지가 문제되고 그에 따라 규범의 수범자가 종교단체인

지 종교인인지 신앙을 가진 개인까지인지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이는 이유에

서다.

셋째, ‘분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것은 단순히 조직상의 

비동일성만 있으면 만족되는 것인지, 양자의 행 가 상 방에게 개입되는 상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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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것인지 는 행 가 아니라 표  등 언술행 까지도 지하는 것인지 불분

명한 것이다.458) 한편 이러한 세 가지 문제는 그 자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생되는 각종 국가-종교 계 규범체계에 한 의미해석에 있어서의 불확정성까지 자

연히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불확정한 들의 해석을 해서는 먼  조문이 기원된 유래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0조에서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며 종교

의 자유 보장,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 제 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구든지 … 종교 … 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와 같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지

도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종교와 련하여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지, 종교의 자유 보장,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민국 임시정부 헌

법에서 신교(信敎)의 자유 규정에서 시작되어 1948년 헌법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이 

1948년 헌법에서는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라고 규정하 고, 1962년 헌법에서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후 1987년 헌법( 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문구 등의 변동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국가-종교 계459)의 기 는 제20조 제2항의 해석을 기본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이는 그 제인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에 한 해석을 함께 

요구하며, 이에는 특히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종교’라는 단어를 공통 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과연 동일한 것인지, 동일하다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등에 

한 해석이 요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제11조 제1항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를 이유

로 한 차별 지규정의 의미와 내용도 함께 악하고  조항들과의 상호 계를 살펴

458) 이와 련한 문제들을 언 한 로는 김철수, 「헌법 : 코멘탈」 (서울 : 법원사, 1989) 1

74-175, 186-187면 참조. 우리 헌법 규정의 문제에 해서는 외국 학자들이 오히려 민감하

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국헌법과 세계각국의 헌법을 비교하는 서술 에 

한국헌법의 동 조항을 평가하며 “흠결이 있다”고 지 하는 것으로는, 法學協 (編), 註解日

本國憲法 (東京 : 有斐閣, 1952-1953), p. 409-410.
459) 국가-종교 계에 해서는 각국에서는 결국 종교법제도 혹은 질서로 다루어지는 데 이

에 한 명칭은 조 씩 다르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 명칭이 합할 것인가에 해서 최종

고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문명의 서양에서의 교회법 (canon law 혹은 ecclesiastical law, Kirch

enrecht) 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비그리스도교  종교다원사회인 동양에서는 종교법 (religio

us law; Religionsrecht)이라 불리우는 것이 합하다고 제안한다. 최종고(註 2),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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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비로소 헌법상의 국가-종교 계의 원칙에 한 체 인 윤곽을 잡을 수 있

다. 그러한 의미에서 각 규정이 어떠한 의미로 입법된 것인지에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그 개별규정의 연 에 한 연구는 행 헌법상의 국가-종교 

계 질서를 악하기 해 필수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 까지 헌법학계에서 이

루어진 1948년 헌법제정에 한 연구들은 각종 헌법안과 논의들을 심으로 제정과정

을 검토하거나460) 일정한 정치 집단이나 개인을 심으로 헌법사상과 헌법구상의 형

성과 개를 살펴본 것461) 등이 있으나, 개별규정의 형성과정에 한 연구는 활발하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연구로서 를 들면 제헌헌법상 근로자의 이익균 권

의 헌법화과정이나 제6장 경제면의 형성과정에 한 연구, 제16조 교육조항의 성립과

정에 한 연구462)와 국무 총리제도의 연원에 한 연구463)를 언 할 수가 있는 정도

이다.

흔히 ‘제헌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진오가 1948년 헌법의 기 에 결정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방기 헌법 안들의 면 한 텍스트 

조·분석을 통해보면, 우리 건국헌법이 단순히 유진오 등 당시 몇몇 기 자의 의사로

만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 드러난다. 특히, 건국헌법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친 

헌법 안들, 즉 행정연구 원회의 한국헌법(1946), 민주의원의 한민국임시헌법

(1946), 입법의원의 조선임시약헌(1947), 민주주의민족 선의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

(1946), 유진오 헌법 안(1948) 등에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임시정

부 헌법문서로부터 향 받은 흔 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재의 한민국 헌법 제20

조 제1항과 제2항이 유진오 안과 거의 유사한 이 발견되어 그 결정  향에 해

서는 인정될 수 있는 바이지만, 이러한 복수의 다른 향에 해서도 함께 고찰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고찰방법이라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한민국 국가와 종교

460) 홍기태, 「해방 후의 헌법구상과 1948년 헌법성립에 한 연구」 서울 학교 학원 석

사학 논문 (1986) ; 이경주, “미군정기의 과도입법의원과 조선임시약헌,” 「法史學硏究」

제23권 (2001) ; 김수용, 「건국과 헌법 : 헌법논의를 통해 본 한민국건국사」 (서울 : 景

仁文化社, 2008).
461) 이 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개」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2000) ; 정상우, 

「미군정기 간 의 헌정구상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2007).
462) 黃承欽, “제헌헌법상의 근로자의 이익균 권의 헌법화과정에 한 연구,” 「公法硏究」 제

31권 제2호 (2002) 299면. ; 黃承欽, “제헌헌법 ‘제6장 경제’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法史學硏究」 제30호 (2004) 109면. ; 황승흠, “제헌헌법 제16조 교육조항의 성립과정에 

한 연구,” 「法學論叢」 제23권 제2호 (2011) 549면.
463) 정종섭, “한국헌법사에 등장한 국무총리제도의 연원,” 「서울 학교 法學」 제45권 제4호 

(2004) 4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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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헌장
(1919. 4. 11)

임시헌법
(1919. 9. 11)

한국임시헌법(1923)(A)․
임시헌법(1925)(B)․
임시약헌(1927)(C)

大韓民國의人民은信敎․
論․著作․出版․結社․集
․信書․住所․移轉․身

體及所有의自由를享有함(§4)

大韓民國의人民은法律範圍
內에서左列 項의自由를有
함 一, 信敎의自由 二, 

財産의保有와營業의自由 三, 
論, 著作出版, 集 , 
結社의自由 四, 

書信秘密의自由 五, 
居住移轉의自由(§8)

大韓民國의人民은 …
一切自由와權利가있음(C 
§3) → 大韓民國의人民은 

…
法律範圍內에自由와權利가
있음(개정임시약헌[1940] 

§2)

의 계에 한 규범  규정들, 특히 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의 법제사

 기원의 측면을 구명해보도록 한다.

Ⅱ. 해방 후 헌법 비문서의 내용과 정치세력들의 국가-종교 계 구상

한민국 건국 이  시기에, 3 . 1운동 이후 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한 국 지역 

내의 독립운동단체들은 독립 국가의 경제정책과 련하여 신앙의 자유를 기본권  

하나로 설정하 고 이러한 내용은 좌우를 불문하고 정당 등 많은 독립 운동단체들의 

강령 등에 반 되어 있었다. 

[표 7] 상해 임시정부 시기 헌법 비문서의 기본권규정

그러나 1948년 헌법의 규정과 독립운동시기의 각종 구상들은 기본 인 의미와 방향

에서는 일치하나 문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들 규정의 의미를 밝 내기 해서는 

기본 인 정책방향에 한 합의와 함께 그것이 헌법에 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해방 후 헌법제정시기까지 련 정당, 사회단체의 

신앙의 자유  정교 계와 련된 정책  입장들을 확인하고 헌법제정과정에서 그러

한 입장들이 구체 으로 어떻게 반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종교

 립성의 헌법  유래에 할애된 연구의 부분  목표의 한계상 이 에서는 이러한 

의 개 만을 확인해두고 나머지는 후속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요컨  종교와 

련된 상해 임시정부 시기 헌법 비문서의 기본권규정을 살펴보면 각 시기에 따라 

의 [표3]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그 이외의 당시 국 지역 내의 독립운동단체들, 즉 한국독립당당강(1930)․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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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당강(1935)과, 경 임시정부 시기 헌법 비문서인 건국강령(1941), 임시약헌개정

안, 임시헌장(1944)의 기본권규정  종교와 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요컨  명시 으로 정교분리를 규정하는 조항이나 세속성을 선언하는 조항은 없

으나, 信仰의 自由를 기본권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는 은 공통 이라 할 것이다.

한국독립당당강
(1930)

민족 명당당강
(1935)

건국강령(1941) 임시약헌개정 안 임시헌장(1944)

국민은 언론․집
회․출 ․결사․
신앙의 자유를 가
진다(민  §7). 노
동운동의 자유를 
보 장 한 다 ( 민  
§12)

(다)身體自田와 居住 
論 著作 出版 信仰 

集  結社 遊行示  
運動 通信秘密 等의 
自由가 있음(建國
[四])

一, 祖國獨立과 社 改
革의 運動에 參加하는 
自由 二, 信仰及 思想
의 自由 (§7)

一, 論 出版 集
 結社 罷業 及 

信仰의 自由 (§5)

[표 8] 한독당․민 당 당강  경 임시정부 시기 헌법 비문서의 기본권규정

Ⅲ. 1948년 헌법의 성립

1948년 헌법 제12조의 형성과정과 의미를 악하기 해 우선 해방 후 한반도464)의 

상황과 정치세력들의 정책방향들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당시 정치 세력을 크게 좌

익과 우익, 도로 나 어 각 진 의 종교 문제와 련된 국가건설 구상들과 함께 

련 정당의 정강정책들을 살펴보고, 각 정치세력들의 정책  입장들을 종합 으로 

악해본다. 이를 살펴보면 당시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최소한 신앙의 자유에 한 일정

한 정도의 견해의 일치가 있었음은 확인이 된다. 이후 이러한 이 공동체의 공통된 

합의로서 1948년 헌법의 헌법규정으로 나타났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어서 민주의원  과도입법의원의 헌법안 등 1948년 헌법과 련된 헌법 안들과 

그 형성과정을 검토하여 앞서 악한 정치세력들의 입장들이 과연 정교 계와 련된 

헌법규정으로 연결되어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독립운동시기부터 최소한 신앙의 

464)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는 일본 령하의 한반도 지역을 ‘Korea’로 

지칭하 고, 이에 한 공식번역은 ‘朝鮮’이었다 「미군정청 보」제1권 (원주문화사, 199

1) 20-22면. 그러나, 이 에서는 한반도 체를 나타낼 때는 ‘한반도’로, 38도 이남을 나타

낼 때는 일반 인 명칭인 ‘남한’을 편의상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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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하게 련되어 논의되어 왔으나 다만 정교 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반 되어 있는 지는 추가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에서도 

정책  방향과 헌법안들의 규정을 함께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립운동시기

에 있었던 독립한국의 국가-종교 계에 한 구상들이 해방 후 헌법제정시까지 이어

져서 당시 좌우를 막론하고 신앙의 자유  국가-종교 계에 한 일정한 정도의 견

해의 일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그러한 공통된 합의가 헌법규정으로 나타났

음을 밝힐 것이다. 한 이러한 공통된 합의가 과연 문구상으로 엄 하고 정확하게 

반 되었는지도 고찰하게 될 것이다.

1. 행정연구 원회의 헌법 안

해방 후 헌법에 한 구체 인 논의는 행정연구 원회를 통하여 시작되었다. 행정 

연구 원회는 한민국임시정부가 귀국한 후 행정조직의 정비를 비하기 하여 

1945년 12월  내무부 산하에 구성된 단체로서, 내무부장 신익희를 원장으로 하여 

일제 강 기 고등문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실무에 밝은 사람들을 심으로 조직되었

다.465) 

원회의 설치목 에 비추어 보면 1946’ 1.~3. 사이에 이루어진 행정연구 원회 헌

법분과 원회466)의 헌법 안작성은 기본 으로 한민국건국강령의 취지를 헌법으로 

조문화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작성은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과 大

韓民國臨時慮章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자료들을 참작하여 수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고, 특히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화민국헌법안 등이 많은 향을 주었던 것으

로 보인다467) 다시 말해 최하 은 바이마르 헌법과 국의 五權헌법 안을 모법으로 

참고하 다고 하 는데, 이와 함께 필리핀 헌법은 1948년 제2단계 헌법 안심의에서 

참고하 다는 최하 의 회고를 종합하면, 결국 제1단계 안에 향을  기본자료

는 바이마르 헌법과 국의 헌법 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468)

465) 유치송, 「해공 신익희 일 기」 (서울 : 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1984) ; 종익, “1948년 

헌법 천연자원  주요산업 국유화규정의 형성,” 「서울 학교 法學」 Vol.54 No.2 (2013) 

32면. 에서 재인용.
466) 장경근, 최하 , 강명옥의 회고를 종합하면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강 옥, 김용근, 박근

, 윤길 , 이상기, 장경근, 최하 의 7인이었다. 김수용(註 460), 31-32면.
467) “헌법기 당시의 회고담: 최하 씨와의 화,” 「국회보」 제20호 (1958, 7) 41면 ; “헌법

기 당시의 회고담: 강명옥씨와의 화,” 「국회보」 제20호 (1958, 7) 45면.
468) 국헌법 안과 바이마르 헌법의 구체 인 향에 한 분석은 김수용(註 460), 48-51면.



- 198 -

이때 만들어진 헌법 안은 제목은 ‘韓國憲法’으로 되어 있고 이후 1948년 국회에서

의 헌법제정시 논의의 바탕이 된 최 의 안이라는 의미로 ‘第一段階憲法草案’으

로469) 명명되기도 한다. 다만 이 헌법 안은 한민국임시정부의 산하기 에서 작성

한 것으로서 행정연구 원회가 내무부장 신익희의 지휘를 받았고470) 한민국건국강

령의 실 을 한 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에서 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의 국

가건설방안을 구체화한 헌법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에서 단지 이 사실만으

로는 정교 계 조문이 당시 다른 정치세력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 인 공감 를 

반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국민  합의는 이후 이루어지는 국가건설방향

에 한 논의와 헌법안 작성들을 거치면서 나타나게 된다.

2. 그 밖의 헌법안

 (1) 남조선 표 한국민민주의원의 헌법안

한민국임시정부를 심으로 한 행정연구 원회와는 별도로, 비상국민회의와 이를 

이은 남조선 표 한국민민주의원(이하 ‘민주의원’이라 한다)에서 헌법에 한 논의

가 이루어졌다. 비상국민회의는 좌 인 조선공산당, 인민당, 연안의 독립동맹을 제외

하고 임시정부의 비상정치회의와 이승만의 독립 성 앙 의회 등 우 와 일부 도

들을 심으로 과도  입법기 을 지향하여 결성된 것으로서 1946. 2. 1. 첫 회의를 

시작하 고, 그 최고정무 원회가 미군정의 과도정부 설립구상에 따라 민주 의원으로 

환하여 같은 달 14일 개원되었다.471) 그러한 과정에서 여운형과 종래 임시 정부에 

참여하 던 김원 , 김성숙 등 일부 간 들이 탈퇴하면서 민주의원은 체로 우

들의 통합기구의 성격을 갖게 된다.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의원은 각각 헌법기 를 

한 원들을 하여 헌법 안을 작성하 고 상호 의를 거쳐 헌법안이 마련되었

다.472)

469) 「국회보」제20호, 59면.
470) 종익(註 465), 24면.
471) 민주의원이 결의한 民主議院規範은 제l조에서 민주의원이 비상국민회의의 결의에 의한 

高政務委員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 고 제2조에서 과도정권 수립과 기타 긴 한 제문제

의 해결에 하여 계방면과 충하여 필요한 제조치를 행할 것을 업무로 규정하 다. 따

라서 비상국민회의가 의회  성격을 갖는다면, 민주의원은 집행기 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

로 평가된다. 정상우(註 461), 78-84면.
472) 종익(註 46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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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민족 선의 헌법안

한편 우 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응하여 좌익단체들을 심으로 결성된 민주주의 

민족 선에서도 헌법제정을 비하 다. 이들은 과도정부를 자임하면서 정부수립 후

에 시행되어야 할 제반 시책을 연구하기 한 문 원회를 설치하 고, 그  臨時約

法기 원회에서 헌법안의 기 를 구상하는 임무를 맡았다.473) 문 원회의 연구결

과가 1946. 4. 20. ‘重要政策에 한報告’  ‘臨時憲章 政府及行政機構組織要鋼에 한 

報告’의 형식으로 발표된 민주주의민족 선의 헌법안의 처음 형태이다. 

그후 합작원칙에 의거하여 임시입법기구로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설립되었고,474) 과

도입법의원은 특별 원회로 행정조직법기 원회와 임시헌법기 원회를 구성475)하여 

국가조직법을 제정하기 한 노력을 기울 고, 그 결과 1947. 3. 11. 서상일 의원을 심

으로 한 의원들에 의하여 ‘南朝鮮過渡約憲案’이 제출되었다.476) 

이와는 별도로 임시헌법기 원회에서도 ‘朝鮮民主臨時約憲草案’을 작성하여 김

의원이 의장에게 제출하 다.477) 이후 법제사법 원회, 임시헌법기  원회, 행정

조직법기 원회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이들을 합친 ‘朝鮮民主臨時約憲 수정안’478)이 

만들어졌고,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 6. ‘朝鮮臨時約憲’이 최종 확정 되었다.479)

473) 기 원으로 허헌, 김용암, 김수산, 성주식, 조평재, 정진태, 김웅섭, 이강국, 한길언, 정

노식의 10인이 임명되었다 「해방조선 1」 162면 ; 종익(註 465), 25면 재인용.
474) 이경주(註 460), 143-144면.
475) 행정조직법기 원에는 신익희, 오하 , 천진철, 신 목, 문진교, 장연송, 정 조, 백남용, 

서상일이 선출되었고, 임시헌법기 원에는 김붕 , 손문기, 최동오, 김철수, 이용구, 하경

덕, 박숭호, 이주형, 변성옥이 선출되었다. 김수용(註 460), 93면.
476)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2」 (서울 : 여강출 사, 1984) 241-243면. 남조선과도약헌안

의 내용은 이에 의함.
477) 「自由新閒」 (1947. 4. 2) 1면.
478)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3」 (서울 : 여강출 사, 1984) 39면.
479) 종익(註 465), 30-31면. 과도입법의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통과된 조선임시약헌은 미군정

장 으로부터 인 을 받지 못하고 보류되어 시행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1948년 헌법제정 시에도 그 당시의 제 정책  방향과 헌법규범에 한 합의는 

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는 구체 인 헌법규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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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민족 선 안 
(임시약법[1946])

민주의원 안

 (임시헌법[1946])

입법의원 안

(조선임시약헌[1947])

朝鮮人民은 國家秩序와 
人民의 利益에 背反되지 
않은 限 信仰의 自由를 

享有함(§14)

七, 安寧․秩序를 
妨害치 아니하는 

信敎의 自由
… 妨害하지 않는 …

[표 9]  해방기 좌   간우  헌법 안의 종교의 자유  정교 계 규정

3. 국회의 1948년 헌법제정 

(1) 사법부의 헌법개정요강과 종교조항

1948년 헌법의 제정은 여러 정치세력들 간에 그때까지 이루어졌던 논의들과 헌법안

들을 확인하고 종합하여 단일화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우선 헌법제정의 비는 남조

선과도정부의 사법부에서 이루어졌다.480) 1947. 6. 30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는 법

편찬 원회와 헌법기 분과 원회를 구성하여 憲法改正要鋼을 작성하 고 이를 토

로 한 헌법안 작성에 착수하 다.481) 한편 이와는 별도로 헌법기 분과 원회 원으

로 되었던 유진오를 심으로 윤길 , 황동 , 정윤환 등이 참여한 이른바 유진오

안(헌법기 분과 원회제출안)482)이 만들어져483) 원회에 제출되었다.484) 법 편찬

원회 헌법기 분과 원회의 憲法改正要鋼을 보면 “信敎”에 한 것을 별도로 명문

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485) 헌법개정요강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조선임시약헌을 

480) 종익(註 465), 31-32면.
481) 김수용(註 460), 176면, 191-193면, 헌법기 분과 원회는 황성수, 한근조, 정윤환, 정문모, 

장후 , 신익희, 유진오로 구성되어 있었다.
482) 유진오가 스스로 작성한 헌법안으로는 제1회 고와 이를 정리하여 미군정(美軍政)의 과

도정부 사법부 (조선법 )편찬 원회 안의 헌법기 분과 원회에 제출한 헌법기 분과 원

회제출안이 있음. 동 종교조항의 내용에 해서는 제1회 고와 사법부 제출안 사이에 차

이는 거의 없다. 이하의 내용은 「 민 유진오 제헌헌법 계 자료집」 (서울 : 고려 학교 

출 부, 2009) 105-196면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함.
483) 혹은 “유진오 私案”이라고 이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 록, 앞의 , p.81. 본 에서는 

“유진오 안”이라는 표 을 쓰기로 하고, 구별을 해 제1회 고와 이를 정리하여 사법

부 (조선법 )편찬 원회 안의 헌법기 분과 원회에 제출한 안의 경우에 각각 유진오 안

(제1회 고), 유진오 안(헌법기 분과 원회제출안)이라 별도로 표기하기로 한다.
484) 유진오, 「헌법기 회고록」 (서울 : 一潮閣, 1980) 23-25면, 37면.
485) “朝鮮法制編幕委員 起草要網(一),” 「법정」제3권 제6호 (1948. 6) 3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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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 원회안 
(1946)

권승렬 안

 (법 기 원회안)

유진오 안(헌법기 분과
원회제출안)(A)․

유진오․행정연구회공동
안(B)․
국회본회의이송안(C)

우돌(Woodall) 안

(The Constitution of Korea[1946])

國民은 …
論 著作 

出版의 自由, 
通信의 自由, 
宗敎 信仰의 

國民은 信仰의 
自由를 享有한다. 
信仰의 差異로 

因하야 社 上  
法律上 差別을 받지 

모든 人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갖이며 
信仰의 差異로 因하야 

社 上  法律上 
何等의 差別도 받지 

종교, 언론, 출 , 평화로운 집회
의 자유는 보장된다.(§1) 정부는 
다음의 행 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여하의 종교의 설립(religious 
establishment)을 하는 것.

개정하기 한 것으로서 기본 인 편제가 조선임시약헌을 토 로486) 하고 있었다.487) 

유진오가 개인 으로 작성하 다는 이른바 유진오 안(제1회 고)에서도 헌법개정

요강과 같은 맥락에서 조선임시약헌  국헌법 안의 향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제1회 고의 編別부분을 보면 유진오는 애  원고지에 前文, 總鋼, 國民의 權利義務, 

國民議 , 政府, 法院, 財政, 補則을 기업해 놓았는데 이는 제목만 일부 변경되었을 뿐 

조선임시약헌의 구성과 일치한다. 이후 이를 수정하여 제5장 법원 다음에 ‘제6장 經濟

機蘭制度’, 제7장 재정 다음에 ‘제8장 地方制度’, ‘제9장 憲法改正’을 원고지의  사이 

빈칸에 기입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지우고 하단에 기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진오

는 조선임시약헌을 기본모델로 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안을 작성하 던 것이

다488) 유진오가 안을 작성한 것이 헌법기 분과 원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489) 

원회의 헌법개정요강에서 요구하는 로 조선임시약헌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안작

성이 이루어졌으며, 체 인 구성의 변에서 경제생활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마지

막 장에 헌법개정을 배치한 것이 헌법개정요강의 내용과 일치하는 들을 종합해 보면, 

유진오의 헌법안 작성이 사법부에서 제시한 작업 방향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490) 

 이후 이 규정들은 다른 헌법안과의 충과 국회에서의 심의를 거치면서도 거의 원

형에 변함이 없이 1948년 헌법에 규정되게 된다. 

486) 김수용(註 460), 184면.
487) 조선임시약헌과 마찬가지로 제1장 총강에 이어 제2장 인민의 권리의무에서 평등권, 자유

권, 요구권, 정당한 재 을 받을 권리, 참정권, 의무를 순서 로 규정하고 특히 平等權의 

하  항목으로 생활균등권과 문화· 후생균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은 분

명해 보인다고 한다. 종익(註 465), 31-32면.
488) 김수용(註 460), 211면.
489) 유진오(註 484), 19면.
490) 헌법개정요강과 유진오 헌법안의 선후 계는 명확하지 않다. 헌법개정요강의 작성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어도 1948. 5’ 이 에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다. 김수용(註 460), 

183면. 유진오는 憲法私案을 원회에 1948. 5’ 에 제출하 다. 유진오(註 484), 37면, 

종익(註 46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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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及 集  
結社의 自由를 
享有함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면 此를 

制限함을 
不得함(§60)

않는다. 國敎는 
存在하지 않으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14).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면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않는다(§15).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면 論, 出版, 
集 , 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않는다(§16).

않은다. 國敎는 存在하지 
않으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A 
§12). … 가진다. 

(信仰의 差異로 因하야 
社 上  法律上 

何等의 差別도 받지 
않은다.) … (B §12) 
모든 國民은 … (C 
§12) 모든 人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論 出版 
集  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않은다(A 
§13). … 않는다(B 

§13). 모든 國民은 …
아니한다(C §13).

여하의 종교의 여하한 형태의 행
사나 조직에  참여하도록 요구하
는 것. 종교  신앙이나 숭배의 
행사를 규제하는 것을 수하도
록 요구하는 것. 여하의 종교단체 
는 종교  기구의 사제, 교사 
는 지도자의 임명이나 작용을 

규제하는 것을 수하는 것을 요
구하는 것. 
여하의 형태의 종교에 한 도움
이나 후원을 하는 기 을 사용하
는 것. 국가 토내에서 행해야 
할 국가에 한 여하한 숭배행
의 허용. 국가에 한 숭배는 종
교가 아닌 것으로 선언된다. 자발
인 단체를 형성하는 것을 하

는 것. 그러나 이러한 단체는 공
공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에 의해
서 규율될 수가 있다. (§2)491)

      [표 10] 해방기 우   미 군정청 헌법 안의 기본권규정

(2)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과 종교 조항 

1948. 5. 10. 총선거가 실시된 이후 신익희를 심으로 한 행정연구 원회가 다시 

가동되어 헌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제1단계 헌법 안과 유진오 안의 

충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제2단계 헌법 안, 즉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이 만들어

졌다. 이때 만들어진 제2단계 안은 국회에 구성된 헌법기 원회에 제출되었고,  

이와 함께 소  ‘권승렬안’으로 불리는 법 편찬 원회 헌법기 분과 원회안이 제출

되었다. 이들을 토 로 헌법기 원회의 토론을 거쳐 헌법 안이 작성되었고 같은 

해 6.23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국회에서 3회의 독회를 거친 후 마침내 7. 17. 헌

법이 제정되었다. 행정연구 원회에서 이루어진 제2단계 헌법 안의 작성 과정은 제1

단계 헌법 안과 유진오 안간의 충이었다. 법률의 헌심사와 련된 법원 부분

은 차이가 있었으나 권력기구나 기본권  기본 인 헌법원칙에서 양자 사이에 큰 차

491)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freedoms: Of religion. Of speech. Of the press. Of peac

eful assembly. (§1) The government shall not: Create any religious establishment. Require any 

person to participate in any forms, ceremonies or organization of any religion or to observe an

y regulate the exercise of religious belief or worship, the appointment or functioning of any pri

est, teacher or leader of any religious organization, or form of religious instruction. Use funds t

o aid or support any form of religion. Permit any form of worship of the State to be practiced 

within the national territory. The worship of the State is declared to be no religion. … Deny t

he right of forming voluntary associations. But such associations may be regulated by law in p

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ubli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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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었으므로 체로 큰 갈등 없이 두 안 사이의 충이 행해졌다. 이는 본 연구

의 주요 분석 상인 제12조 종교 련 조항에 있어서도 그러하 다. (  [표] 참조)

(3) 유진오의 논문들과 참고자료들492)

 건국헌법의 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그 헌법 자체의 제정에 있어서 유진오안의 

향은 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건국헌법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친 헌법

안들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 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  건

국헌법의 종교조항이 가장 자구상의 유사성을 많이 보유한 안은 바로 이 유진오 안

의 해당 조항(“모든 인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신앙의 차이로 인하야 사회

상이나 법률상 하등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정치로부

터 분리된다.”)이라는 에서 볼 때, 유진오의 재의 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

과 제2항  건국헌법의 종교 련조항에 한 결정  향을 인정할 수가 있는 바라

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이제 이러한 종교조항의 안을 마련할 때 유진오 스스로는 어

떤 향을 받았는지를 밝 내는 것이 본 조항의 법제사  기원을 탐구하는 데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1) 연구논문

유진오는 1948년  헌법안을 작성하기 후로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발표하

다.

｢獨適國家學의 近動向: 所 指 國家에 하야 ①~④｣

｢社 와 法律｣(9월 11일)

｢權力分立制度의 檢討: 特히 美國 憲法을 中心으로 하야｣(1947년 1월 23일)

｢우리 憲法의 輪郭: 十八世紀憲法과 二十世紀憲法｣(1947년 8월 1일)

｢人民의 基本權｣「經商學報」創刊號, 高麗大學校, 1947. 10.

｢法과 힘｣「高大新聞」, 1947. 11.

｢選學의 基本觀念｣, 「自由新聞」, 1948. 3.

｢國家의 社 的 機能(一)｣/ ｢國家의 社 的 機能(二)｣/ ｢國家의 社 的 機能(三․完)｣

492) 김수용, 「건국과 헌법 : 헌법논의를 통해 본 한민국건국사」 (서울 : 景仁文化社, 2008) 

201-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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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制定의 精神(一)｣/ ｢憲法制定의 精神(二․完)｣(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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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土橋友四郞(譯), 「日本憲法 比 對照 世界 國憲法」, (東京 : 有裴閣, 1925).

⑤ 朝解産業勞働調査所(譯編), 「쏘聯邦憲法」, (京城: 우리文化社, 194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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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유진오안에서 채택된 종교 조항의 문구의 유래는 그간 분명히 밝 지지 않

았다. 다만 이 록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진오 안(제1회 고)이 작성되는 에 

공포된 하지(Hodge) 장의 ｢조선인민의 권리에 한 포고｣(1948. 4. 5.)가 직 인 

토 가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497) 포고의 어 원문과 유진오 안(제1회 

고)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Proclamation> “All religio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is freedom of religious practice not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There is no state church,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s established.”  

  <유진오안 고> “모든 인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신앙의 

차이로 인하야 사회상이나 법률상 하등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 국교는 존

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표 11] 하지 장 포고와 유진오 안(제1회 고)의 비교 

이 록은 하지 장의 포고에 더하여 구 소련헌법의 향이 희미하게 덧붙여진 것

이 유진오 안의 종교 조항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의 표에서 보이는 

각 문장의 체 구성  특히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s established”와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강조는 필자)라는 부분을 비교해보면 이에는 분명한 련

성이 있다. 다만, 탄생의 배경에 해서는 와 같이 하지 장의 포고가 깊은 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합리 으로 추측을 할 뿐 아직 확고히 확신하기는 어려운 이 있

다. 특히 각 의 두 문장  종교의 자유에 한 문의 규정이 지 않게 차이가 

난다는 은 이러한 을 강화하는 요소이다. 

(4) 국회본회의의 심의와 표결

이제 국회본회의의 심의에 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제헌의원들이 국가

와 종교의 계에 하여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 내지 종교  립성에 

497) 이 록, “제헌기 종교자유 사상과 종교조항의 탄생,” 「법철학연구」 제15권 제2호 (2012)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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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본격 으로 악해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에 해

서는 다소 자세히 검토하고 평가해 보게 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분리’라는 단어를 포함한 표 을 가진 안을 바탕으로 국회본회

의의 심의는 진행되었다. 그런데 제헌 국회 헌법제정안 심의과정에서 정교 계는 

요한 논쟁 이었다. 제헌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國民은 信仰과 良心과 思想의 自

由를 가진다” 제2항은 “國敎는 存在하지 않으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는 내용

이다. 와 같은 헌법제정안이 최종 가결되기 이 에, 헌법에 정교분리 조항을 둘 것

인지 여부, 정교분리의 방향과 강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하여 헌법안 제1독회 

(1948. 6. 23. 제17차회의 - 1948. 6. 30. 제21차회의)  제2독회 (1948. 7. 1. 제22차회

의- 1948. 7. 7. 제27차회) 논의가 집 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진행 과정  1948년 6월 26일 제18차 회의이자 헌법안 제1독회 인 회의에

서, 정교 계에 한 헌법제정안 원안 제12조 2항의 삽입 이유에 한 오택  의원의 

질문에 해 (국회) 문 원 권승렬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하에서 기록을 

인용하게 될 때는 원문을 여과 없이 그 로 보이고자  맞춤법에 상 없이 원문

로 옮기도록 한다.)

“吳澤寬 議員 : 12條 2項에 「國敎는 存在하지 않으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

다.」 이것은 무슨 意味의 內容으로 揷入했는지 說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委員(權承烈) : 12條2項은 實로 現在에서는 衍文입니다. 그러나 從來에 歷史的 

關係가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을 넣은데에 不過합니다. 아직도 아마 이 世界에서는 政

治와 宗敎가 分離안된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勿論 여러가지 關

係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것과는 다르겠읍니다마는 歷史的關係 그리한 形跡이 조  

남아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意思에 따라서 決定될 것입니다.”498)

즉 문 원 권승렬은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재로서는 연문(衍文)으로서 군더더기 말과 같은 것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당

연한 원칙이나, 종래의 역사  계를 고려한 규정이 각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본 규정도 종래에 역사  계가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을 넣게 된 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문 원은 지 상 입법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이것은 

그의 견해라기보다는, 그가 의원들에게 본 헌법안의 동 조항과 련하여 정보제공  

498) 國 圖書館立法調査局, 「憲法制定 議錄: 制憲國 」, (서울 : 國 圖書館 立法調査局, 19

67)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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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려는 데 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장면 의원은 헌법제정안 원안 제12조 종교의 자유 규정은 종교의 

자유 향유에 한 국가의 불간섭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면서, 종교의 한 역할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소극  보장으로는 부족하고, 국가가 극 으로 보장한다는 

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종교단체의 권리에 한 폭넓은 국가  보장

을 명시한 독일 기본법의 입법례를 제시하고 있다. 

“張勉議員 : … 그 다음에 第12條에 들어가서 宗敎問題에 있어서 起草하신 여러분께

서 무나 이 宗敎에 對해서는 關心이 으신 것을 단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第

12條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갖는다. 國敎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敎

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이것을 읽고 이런 結論이 나와요. 即 國民은 宗敎를 믿거

나 말거나 마음 로 하지, 國家에서는 相關안한다. 그뿐이올시다. 大體 宗敎라고 하

는 것이 國家에 있어서 얼마나 重大한 使命을 가지고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을 認識한

다면 이와 같이 無關心하고 冷情하고 消極的인 法律을 制定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

읍니다. 外國의 例를 한 두가지 들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 過去에 있어서 日帝

時代에 우리가 宗敎로 自由 信仰과 自由 保障한다고 하는 自由가 있으면서 얼마나 

侮辱을 받아왔는지 여러분께서도 다 實地로 體驗하신 것입니다. 앞에 있어서는 다만 

國家가 宗敎의 自由를 認定한다는 그런 條文을 가지고서 待接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宗敎를 保護할 모든 權利를 保障한다고 하는 것이 憲法에 明白히 規定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올시다. 이것은 어느 나라 憲法이든지 거의 다 이와같이 確保된만큼 오늘

에 있어서 앞으로 制定하는 우리 憲法에 있어서 반드시 宗敎로서 한 國家的 關聯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것을 切實히 생각하시고 國家로써 保障하고 法律로써 保障이 반

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强硬히 主張합니다. 第2讀 에 들어가서 거기에 對한 修正

案을 반드시 提出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때에 많이 協助해 주시기 바랍니

다.”499)

장면 의원은 종교가 국가에 있어서 사명을 갖고 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헌

법제정안 원안의 조항은 무 심하고 냉정하고 소극 인 규정이라고 지 하며, 다소 

비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 조항이 “배제 ” 의미가 있음을 인식하고 비 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4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제2독회에서 제정안 제12조에 한 다수의 수정

안이 제안된다. 

499)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31-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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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의 제출자들은 다음과 같다. 제1수정안은 이남규(李南圭) 의원 외 12인이, 제

2수정안은 강욱 (姜旭中) 의원 외 11인, 제3수정안은 원용한(元容漢) 의원 외 11인이 

제출하 다. 그리고 추후 휴정 후 제출된 제4안이 있게 된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1수정안은 장면 의원의 제안으로 간에 다시 수정되게 된다.

일단 제1수정안을 제출한 이남규 의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

고 있다. 

“李南圭 議員 : ... 原案에 있어 가지고 第1項에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하는 

데에서는 全幅的으로 구든지 다 支 하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原則 아래에서 

第2項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修正한다는 意味가 여기에 있다는 말 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第2項은 第1項의 說明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國敎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敎는 政治로 부터 分離된다, 이 말 은 이 原則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이 第1項을 

희미하게 만드는 條件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오히려 宗敎를 警戒하

는 그러한 그 意思가 여기에 表示되어진 것이올시다. ...( 략)... 그러니까 宗敎를 認

定한다는 以上에는 반드시 福利를 爲하는 이러한 法律(법률이라고 표 했으나 이는 

헌법조항을 말함. 자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 이올시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내려가 第2項으로서는 自由를 許諾하기는 할 것이나 法律과 公共秩序에 違反되는 宗

敎는 안 된다는 것이라 이 말 이올시다.”500)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그런데 第1 을 그 로 두어도 좋습니다. 第2 만

을 削除해도 自己는 좋습니다.” 즉 이남규 의원의 제1수정안은 원안의 제12조 제2항

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헌법 제정안 원안 제12조 제2항의 정교분리 조항이 단순한 

확인  의미만을 가진 규정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실질 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

는 규정이라고 보면서, 제1항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해서는 국교 지와 정교분

리를 규정한 제2항의 삭제가 필수 이라고 제하는 것이다.501)

이에 토론이 벌어진다. 강욱  의원은 이남규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삭제해도 무방

하다고 하 다. 원용한 의원은 이남규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장려라는 의미를 넣기를 

바란다고 발언하 다. 한편 이남규 의원에 반 하면서 이호석(李浩錫) 의원은 원안을 

찬성하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한다. 즉 해당 조항은 역사 으로 국교를 인정

함으로써 나타났던 정교유착의 해악을 경계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며, 따라서, 어떠

한 종교도 국교로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로서 원안 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02)

500)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34면.
501)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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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  회의 산회 후 오후에 속행된 회의에서 부의장 김동원 의원이 다음과 같

이 제4수정안이 수되었음을 밝힌다. 이 제 4수정안에 해서 서용길(徐容吉) 의원이 

원안 제1항에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하는 제1항에 “思想”이

라고 하는 단어를 넣자고 하는 것이라고 이어서 설명한다.

그리고 다시 토론은 이어진다. 이윤 (李允榮) 의원은 제1수정안에 해서 찬성한다

고 한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국교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 있어서만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쓸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한 종교와 정치가 혼동

하던 때는 “다만 前世紀의 歷史의 史實”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종교와 정치는 混同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1항이면 충분하고 제2항은 쓸모 없는 조항이라고 주장한

다.503)

이는 결국 배제  립성을 지지하지만, 제2항이 없더라도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는 당연한 것이므로 제2항은 굳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원홍(李源弘) 의원은 이 제4수정안을 반 하는 동시에 원안을 찬성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힌다. 원안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하여, 

“第2項을 削除하자고 하는 限 萬一 削除한다고 하면 때에 따라서 行政當局은 宗敎를 

彈壓할 憂慮가 있읍니다.”고 하 고, 제3수정안에 해서는 “國法으로써 獎勵云云하

지마는 萬一 國法으로써 獎勵擁護한다면 때에 따라서 宗敎에 信仰을 强制로 彈壓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宗敎自由의 違反입니다.”504)

고 밝혔다. 그리고 제4수정안에 해서는 

“思想의 自由라는 것은 良心의 自由에 包含되어 있으므로 特別히 思想의 自由를 넣

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第4行을 反對하는 同時에 原案을 贊成합니다”505)

고 하 다.

정도(鄭渡) 의원은, 이남규 의원이 제출한 제1수정안을 채택하던지, “國敎는 存在하

지 아니하고”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발언하 다. 그 이유로 국가에 

건 한 종교가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건 한 종교를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따라서 국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의도는 될 수 있는 로 없도록 

502)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35면.
503)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35면.
504)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36면.
505)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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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간 히 바란다고 발언하 다.506)

정도 (鄭島榮) 의원은 원안 로 함이 타당하다고 발언하 다. 그리고 이석(李錫) 

의원은 제1수정안과 제4수정안에 찬성한다고 하 다. 황호 (黃虎鉉) 의원은 수정안에 

찬성한다. 김우장(金禹墙) 의원은 제3수정안을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宗敎는 自由이겠지만 다시 國法으로써 宗敎를 保護한다하는 것이 ... 조  덜 좋은 

것이라고 그런 말 을 합니다마는” 종교입장에서도 “國家로써 그것을 獎勵 保護하는 

것은 가장 宗敎發達上 좋을 로 압니다.” 그리고 국가건설에 측면에서 볼 때도 “우

리는 무엇보담도 이 國家建設을 하는데에 있어서 道義를 가장 앞 쎄우지 않으면 안

될 오늘”이라는 이유가 있다고 밝힌다.507) 

 윤병구(尹炳求) 의원은 원칙 으로 제12조의 원안 로 하자고 한다. 

그 이유로는 “勿論 宗敎에 依支해서 民心을.收拾하는 것이 가장 至當한 말 ”이라고 

하면서도 종교는 개개인에 맡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 國法으로 法的으로 

干涉을 하거나 때로는 形便에 따라서 宗敎上 對立으로 해서 民族間에 分裂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발언하 다. 다만 추가로 제4안을 찬성한다고 하면서 「思想

의 自由」이라고 넣기를 찬성한다고 하 다.508)

이러한 ‘사상’이라는 문구에 해 김경배(金庚培) 의원은 그것도 原案 로 해야 한

다는 원안 찬성 발언을 한다. 그 이유는 ‘사상’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보다는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는 원래의 것이 제일 좋은 문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509)

장면 의원은 이 제12조의 문제에 해서 수정안을 제안한 의원들의 의도에 해 다

음과 같이 본다고 밝힌다. 

“...12條에는 다만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 國家로서 至極히 重大한 

役割을 하는 宗敎를 거기에 對해서 단히 消極的이라고 하는 點에 있어서 國家가 

좀더 宗敎를 認識하고 더 이것을 尊重히 생각하고 더 이것을 保護해 달라고 하는데

에서 그 根本意圖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當然히 그와 같이 해야

될 것이올시다.”510)

그리하여 제2항인 정교분리조항 삭제에는 찬성하긴 하지만 제1수정안의 불충분함이 

506)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37면.
507)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37-338면.
508)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38면.
509)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38면.
510)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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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지 한다. 요컨  법률로서 비로소 보장한다는 문구가 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종교라는 문구를 넣는 것에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와 같이하는 것도  法律로써 公共秩序에 反하지 않을 限이라고 말하 읍니

다마는 이것은 何等에 必要가 없읍니다. 法律에 背馳되고 는 公共秩序에 背馳되는 

行爲를 하는 것은 그것은 별써 宗敎가 아니얘요, 그 것은 벌써 憲法에 違反이 되는 

거이얘요. 우리가 여기서 宗敎로서 規定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511) 

즉 종교에 해서 「法律로써 公共秩序에 反하지 않을 限」이라고 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제1항은 원안 로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由自를 가진다”로 하고 

제2항은 “國家는 宗敎上 모든 行爲를 保護한다”라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1

수정안의 제안자(이남규 의원 외 12人)에게 청했다. 그러면 그도 그러한 제1안을 찬성

하겠다고 하 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제안은 부의장의 의사진행에 따라 이남규 의원 

등의 수정안 제안자측의 동의를 받고 수된다.512) 

박해식(朴海植) 의원은 “國家가 宗敎에 해서 ... 그리 큰 關心을 두지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남규 의원의 수정안  장면 의원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종교에 

한 심을 환기시키는 발언을 하 다.513)

이어서 유성갑(柳聖甲) 의원은 원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 요컨  그는 “종교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수정안을 반 하고 원안을 찬성”한다고 하 다.514)

이후 이종순 의원의 토론종결에 한 동의  그에 이은 의원들의 재청, 삼청에 이

어 부의장 김동원 의원의 확인 등에 따라 재석의원 167인, 찬성 118 표, 반  0표로, 

토론종결 되고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515) 표결결과 재석의원 169인, 찬성 115 표, 반

 65표가 되어 결국 원안 로 결정이 되었고 이에 부의장이 가결을 선포하 다.516)

(5) 평가

511)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39-340면.
512)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40면.
513)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41면.
514)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41면.
515)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42면.
516) 國 圖書館立法調査局(註 498), 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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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의 자유에 한 합의  정교분리조항에 한 이견

이러한 논의를 반 으로 검토하며 우리가 알 수 있는 은, 무엇보다도 종교의 

자유(신앙의 자유)는 폭 인 지지를 받았다는 이다. 이에 해서 부정하는 의견은 

 없었다. 다만, 제헌헌법 제12조 제2항에 한 심의과정에서 원안 찬성의견과 수

정안 찬성 의견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정교분리 조항 유지 주장과 삭제

(수정안이 모두 기존 조항의 삭제 주장을 포함함) 주장으로 크게 나 어보면 그 논거

는 다음과 같다.

가. 정교분리 조항 유지 주장 (원안 유지)

①이호석 :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 규정은 국교를 인정하고 타종교를 배척하여 종교

쟁까지 이르 던 역사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서 필요하다.

②이원홍 :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 규정이 없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당국이 

종교를 탄압할 우려가 있다.

③정도  : 역사 으로 국교를 내세워 타종교를 괴하고 탄압한 사례에 비추어 국

교부인과 정교분리는 필요하다. 이는 종교를 해하기 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 맡기

는 것이다.

④윤병구 : 종교가 정신생활에서 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원칙 으로 개개인

에게 맡겨야 한다. 국가가 간섭할 경우 종교  립으로 인한 민족  분열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⑤유성갑 : 국교부인이나 정교분리가 민주국가에 당연한 원칙이므로 필요 없다는 

논리는 결국 헌법상 권리보장 규정이 당연한 것이므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국내 6  종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만약 국교부인 조항이 없다면 국

교인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국가의 보호라는 것은 결국 간섭의 의

미이다.

나. 정교분리 조항 삭제 주장 (원안 반 )

①장면 : 종교의 자유 보장은 국가의 소극  불간섭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의 극

인 보장이 명시되어야 한다. 정교분리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은 “국가는 종교상 모

든 행 를 보호한다”라는 극  보호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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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남규 :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 규정은 종교를 경계하는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 

보장을 해하는 규정이다.

③이윤  :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명시하지 않아도 이미 당연한 원칙이므로 정교분

리 규정은 필요 없다. (정교분리 원칙은 인정하는 것이므로 결론은 같으나 논지는 상

반된다)

④정도 : 국가 으로 건 한 종교가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건 한 종교를 

장려할 필요도 인정된다.

⑤황호  : 국민의 정신 고양을 해서는 종교의 힘이 필요하므로, 종교를 극 으

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심의결과와 양면  립성

의견들을 앞에서와 같이 크게 두 개로 나  경우 두 가지 의미의 립성의 의미를 

음미해볼 수 있다. 즉, 요한 것은 이 찬성의견  수정안 의견 둘 다 립성을 제

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다. 특히 원안 찬성의견에서는 유성갑 의원, 수정안 의견

에서는 박해식, 황호  의원의 의견에서 그러한 배제  성격의 종교  립성에 한 

태도가 표 으로 뚜렷이 나타나있다. 원안 찬성의견의 체  흐름은 배제  립

성을 시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 다. 

수정안 의견들의 체  흐름은 종교 즉 특정한 종 를 언 하는 것이 아닌 종교 

일반이 국가 역과 일정 계를 맺는 형태의 포함  립성을 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자에 하여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의 종교들을 상으로 그것

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장면 의원은 이러한 이 필요 없다고 정리하여 제1수

정안을 고쳐 제안한 바 있었다.

3) ‘정치’, ‘종교’, ‘분리’에 하여

제헌국회 논의과정에서 ‘정치’나 ‘종교’라는 표 에 한 문제제기나 이 단어들이 

각각 포 하는 범 에 한 명시  논의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헌국회는 ‘정치’

나 ‘종교’라는 용어를 일정한 의미로 한정하려는 의식  시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논의 와 에 ‘종교’ 개념의 범 에 한 논의가 있었음은 주목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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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聖學 議員 12條의 信仰의 自由라고 하는것은 重大한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여기

에 보면 普天敎나 白白敎니 이런 宗敎들에게도 恣意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 그

런 생각이 있읍니다.

專門委員(權承烈) 勿論 端的으로 말하면 信仰이라는 것도 心的 自由일 것입니다. 自

己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信仰하든지 다른 사람이 알길이 없을것입니다. 그리나 

憲法에 나타난 信仰의 自由는 信仰을 外界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 意識을 말하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普天敎니 그런것이 人心을 紊亂한다든가 그것은 한 犯罪行爲이니까 

勿論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그 宗敎의 意識如何가 우리 國民生活에 有助하냐 안하냐 

하는데에 있어서 解決하게 될 것입니다.”517) 

그러나 여기에 추가하여 종교 개념에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 을 

넣을 지에 한 논의 정도 이외에는, ‘종교’ 개념의 범 에 해 구체 인 문구 수정

에 결과 인 향을 미칠만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 제헌의회 이후 최근까지 법원  헌법재 소의 결에서도 이 개별 단어에 한 

구체 인 직  개념정의나 분명한 확정을 하기 보다는, 다만 그 조항 체에 한 

설명을 풀어서 하는 정도의 설시에 그치고 있음은 아쉬운 일이다(본 장 제2  참조). 

이러한 에 학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이에 한 학문  자원의 투여

가 다른 헌법 의 조항들에 한 연구보다는 상 으로 드물었다고 보인다. 1987년

은 제9차 헌법의 등장과 동시에 헌법재 소가 생겨나고 많은 례들이 생겨나면서 헌

법학의 흥이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1987년 이 과 이후의 학계의 논의를 

보면 서로 비교가 되며, 특히 이 제헌이후부터 1987년 이 까지의 논의들을 체 으

로 살펴보면 정교분리조항, 특히 ‘정치’, ‘종교’ 표 에 한 이해는 아주 추상 이거

나 는 낮은 수 의 이해에서부터 조 씩 발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정교

분리와 국가의 종교  립성에 한 이해도 한 궤 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제헌헌법 안을 작성한 유진오는 자신의 1957년 헌

법 작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의 의미와 용 범 를 밝히지 않고 다만 역사  연

원을 서술하고 있다.518)

“第三項의 宗敎와 政治의 分離 問題는 現在에 있어서는 그다지 重要性이 없는 것 같

으나, 歷史上으로 볼 때에는 歐美 地에서 宗敎와 政治의 關係가 무 密接하여서 

517) 의 책, 147면.
518) 兪鎭午, 「(新稿) 憲法解義」 (서울 : 一潮閣, 1957)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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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弊害를 惹起하고 때로는 流血의 慘劇을 일으킨 일도 지 않았으며,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高麗時代에는 佛敎가, 李朝時代에는 儒敎가 國敎와 같은 待遇를 받

아 그 때문에 弊害도 지 않았으므로 今後 그와 같은 弊害를 防止하기 爲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國敎는 將來에도 두지 않으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는 것을 明示

한 것이다.”

한태연은 1955년 작에서 정교분리를 국교부인의 의미로 악한다. 즉,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의 자유에서 필연 으로 도출되며, 종교의 자유에는 국교부인의 의미가 

당연히 내포된다고 서술하고 있다.519)

“宗敎의 自由에서 必然的으로 流出되는 것이 宗敎平等의 原則과 政敎分離의 原則이

다. … 近代國家에 있어서 宗敎의 自由에는 當然히 國敎制度의 存在를 否定하는 意味

가 內包되고 있다. 여기에서 國敎라 함은 國家에 依하여 指定된 宗敎로서, 國家에 依

하여 特權이 附與되고, 한 特別한 保護를 받게 되는 宗敎를 意味한다. … 한 國

敎制度는 必然的으로 政治와 宗敎의 結合을 가져오게 하는 까닭에, 國敎制度의 否定

은 卽 政治와 宗敎의 分離를 意味하게 된다.”

윤세창은 1957년 작에서 정교분리를 국가와 종교의 분리로 일 하여 서술하고 있

다. “이것을 反面에서 保障하기 하여 國家와 宗敎의 分離(第十二條)의 原則을 주장

하는 것이다.”520)  

문홍주 역시 국교부인을 심으로 정교분리를 서술하고 있으며 정치를 국가행 의 

맥락에서 악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의 특정종교에 한 재정  지원이 헌법상 지

된다는 을 밝히고 있다. 1959년 작에서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  信仰의 自由가 個人에 認定되는 反面에, 國家가 國敎라는 것을 定해서 國民

에 對하여 이를 强要함과 같은 것은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不當함은 말 할 必要도 

없고 政治와 宗敎는 完全히 分離해야 된다.  國家가 國敎를 定해서 國民에게 强要

하지 않아도 所  國家의 宗敎라는 國認宗敎는 있을 수 없고, 따라서 特定한 宗敎를 

하여 國費를 使用해서도 안 된다.”521)

1965년 작에서도 국교부인을 심으로 논지를 개하고 있으며, 국가가 특정 종

교를 우 하거나 특정 종교를 차별할 수 없다는 을 지 하고 있다. 한, 정교분리

519) 한태연, 「憲法學」 (서울 : 法文社, 1955) 275면.
520) 윤세창, 「헌법강의」 (1957) 93면.
521) 文鴻柱, 「韓國憲法論」 (서울 : 一潮閣, 1959)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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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는 국가가 종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우하는 것이

라는 을 덧붙이고 있다.522) 

한편, 1972년 작에서의 논의는 이  작과 동소이하다. 523)

박일경은 정교분리의 개념과 용에 한 정교한 분석은 제시하지 않으나 국교부인

의 의미로 서술하고 있다는 에서 “정치”의 의미를 국가행 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

다. 한, 정교분리를 종교에 한 립성에 기 한 것으로 악하고 있다. 

1955년 작에서는 “… 各國은 漸次 信仰의 自由를 認定하고  宗敎에 關하여 中

立的 立場을 取하여 國敎의 存在를 否認하고 宗敎와 政治를 分離하게 되었다.” 524) 

고 서술하 으며, 1972년 작에서는 종교의 자유보장과 련지어 간략하게 언 하

다. 1980년 작의 서술은 “憲法 第19條 第2 에 의하여 國敎는 존재할 수 없게 되고 

政治와 宗敎는 分離되게 되었다.”525)고 하여 지극히 간단하게 서술한다. 

주목할 만한 으로, 1986년 작에서는 국가와 정치의 종교  립성에 한 명시

 언 을 하고 있다. 

즉 “憲法 第19條 2 은 ｢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고 규

정하여 國敎의 不認定과 政敎分離의 原則을 보장하고 있다. … 한 國敎制度는 國家

의 宗敎化 내지 政治와 宗敎의 결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國敎制度의 否定으로부터 政

治와 宗敎의 分離가 결과한다. 따라서 國敎制度  政敎一致의 否認은 國家와 政治의 

宗敎에 한 中立을 의미하게 된다.”526)고 하여 국교부인과 정교분리를 원인과 결과

의 계로 보면서 국가와 정치의 종교  립성을 언 하고 있다.

김철수는 1964년 작에서 기존 학계의 논의와 비하여 상당히 상세하게 정교분리조

항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정교분리조항에 따라 종교단체의 정치 여가 지

한다고 하여 정교분리조항이 국가와 종교 양쪽에 의무를 부과한다고 본 것은 정교분

리조항의 규범력을 해석을 통해 구체화한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522) 文鴻柱, 「韓國憲法」 (서울 : 法文社, 1965) 198면.
523) 文鴻柱, 「韓國憲法」 (서울 : 海岩社, 1972) 187면.
524) 朴一慶, 「(新稿)憲法」 (서울 : 德壽, 1955) 129-130면
525) 朴一慶, 「維新憲法」 (서울 : 博英社, 1972) 194면, “憲法 第16條 第2項에 의하여 國敎는 

存在할 수 없게 되고 宗敎와 政治는 分離되게 되었다. 이것은 國敎가 存在하거나 宗敎와 

政治가 分離되어 있지 아니하면 眞正한 宗敎의 自由를 보장할 수 없게 될 念慮가 있는 까

닭에 이를 규정한 것임은 물론이다.” ; 朴一慶, 「第5共和國 憲法」 (서울 : 一明社, 1980) 1

99면.
526) 朴一慶, 「新憲法學原論」 (서울 : 法經出版社, 1986) 287-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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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憲法 第12條와 新憲法 第16條는 宗敎의 自由를 保障하며,  宗敎와 政治의 分離

를 規定하고 있다. 이 宗敎의 自由는 유럽에 있어서의 宗敎戰爭이나 敎勸에 對한 오

랜 鬪爭의 結果 獲得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宗敎의 自由는 現代憲法에서는 普遍的으

로 保障되어 있으나 그 內容은 多樣的이다. … 둘째로 問題되는 것은 政敎의 分離의 

憲法規定이 國家側에만 義務를 賦課하는 것인지, 는 敎 에 對해서도 政治에는 不

干與의 義務를 賦課하는 것인지의 問題이다. 우리 憲法上에는 國敎는 인정되지 아니

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고만 規定되어, 一般的으로 國家에 對한 義務만을 規定

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되어 왔다. 따라서 國公立學校에서는 特定한 宗敎敎育은 할 수 

없으나(敎育法 5條2項), 私立學校의 宗敎敎育의 自由는 妨害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

기서 問題되는 것은 宗敎團體가 政治에 關與할 수 있을 것인가의 問題이다.

Hessen憲法 第50條는 ｢國家的 領域과 敎 的 領域을 明白히 相互間 分離하는 것이 

法律이나 協定의 課題이다. 敎 나 宗敎團體나 世界觀團體는 國家와 마찬가지로 相互

間의 領域에 介入해서는 안 된다｣고 明白히 規定하여 宗敎團體의 政治介入을 禁하고 

있다. 우리 憲法上에는 이러한 明文의 規定은 없으나 政敎分離의 憲法規定에서 보아 

宗敎團體의 政治介入이 禁止된다고 하겠다. ”527)

1972년 작에서는 정교분리 조항의 의미를 보다 구체 으로 서술한다. 즉 국가는 

특정종교에 한 국교지정, 우   특권부여, 종교행사의 개최나 재정지원을 할 수 

없고, 종교단체는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528) 1980년 작에서도 기

존의 주장을 그 로 개하고 있다.529)

1988년 작에서는 정교분리원칙의 의미를 국가의 종교  립성으로 명시 으로 

설명하면서 국가의 종교  립성의 구체  기 은 다시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함은 政敎分離의 原則을 밝힌 것으로, 國家는 國民의 世

527) 金哲洙, 「憲法總覽」 (서울 : 玄岩社, 1964) 234-235면.
528) 金哲洙, 「憲法」 (서울 : 서울大學校 附設 韓國放 通信大學, 1972) 109-110면, “憲法은 ｢

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國家는 어떠한 

宗敎를 國敎로 指定할 수 없으며, 어떤 宗敎를 특히 保護하거나 特權을 부여해서도 안 된

다. 國家가 어떤 宗敎를 優待하는 것은 禁止되며, 國家가 宗敎的인 行事를 하거나 財政的

인 援助를 하는 것 등은 禁止된다. 宗敎結社도 政治的 中立性이 요청되며 國家와 分離되어

야만 한다. 따라서 國家는 어떠한 宗敎活動도 할 수 없으며 國家나 公共團體의 財産을 宗

敎團體를 하여 支出하거나 利用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  宗敎團體는 政治的 權力을 

行使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特權도 받아서는 안 된다.” 
529) 金哲洙, 「比 憲法論. (上)」 (서울 : 博英社, 1980) 55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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俗的 生活에만 여하고, 信仰的 生活은 國民의 自律에 맡겨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國家의 宗敎的 中立性 내지 非宗敎性을 의미한다. 

… 앞에서 본 것처럼 政敎分離의 原則에 따라 國家는 宗敎的 活動을 한다거나 宗敎

를 지원하는 것이 지되는데, 구체 인 경우에 政敎分離의 原則에 한 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용이한 일이 아니다. … 여기에서 제시되는 기본 인 원리가 

國家의 宗敎的 ｢中立性｣의 개념인데, 그 구체 인 基準은 다시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530)

권 성은 1979년 작에서 정교분리원칙을 국교의 부인으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종

교의 국가  정치에 한 립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한 국가의 종교 립의 원

칙이 정교분리원칙의 제가 된다고 하여 국가의 종교  립성을 언 하고 있기도 

하다. 1981년 작531)에서도 유사한 서술이 발견된다.

“政敎分離란 國家와 宗敎의 결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政敎分離의 原則은 國敎制

度의 否認, 宗敎의 國家  政治에 한 中立, … 國家의 非宗敎性, 宗敎平等의 原則, 

宗敎中立의 原則 등은 그 모두가 政敎分離의 原則의 제가 되고 있다.”532)

1988년 작에서도 정교분리원칙을 국교부인  국가의 비종교성과 연 지어 설명

하고 있다.

“國敎否認의 原則이라 함은 … 이에 하여 政敎分離의 原則이라 함은 國家와 宗敎

의 결별을 의미하고, … 宗敎의 自由가 보장되면 國敎는 否認되고 政治와 宗敎는 분

리되며, 國敎否認과 政敎分離의 원칙이 확립되면 宗敎의 自由가 체로 보장되기 때

문이다. … 政敎分離의 原則은 國家의 非宗敎性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533) 

허 은 1984년의 작에서부터, 애 에 ‘정교분리’라는 말 신 ‘국가의 종교 립

성의 원칙’을 표제로 삼고, 당시 헌법 제19조 제2항을 종교  립성의 원칙의 조항

이라고 인식하며 한민국 헌법상 국가-종교 계의 규범  내용에 해 설명하고 있

다.

“d) 國家의 宗敎的中立性의 原則

530) 김철수, 「헌법 : 코멘탈」 (서울: 법원사, 1989) 182-184면.
531) 權寧星, 「(新稿)憲法學原論」 (서울 : 法文社, 1981) 375-377면.
532) 權寧星, 「憲法學原論(上)」 (서울 : 法文社, 1979) 446-448면.
533) 權寧星, 「憲法學原論」 (서울 : 法文社, 1988) 400-4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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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憲法은 宗敎의 自由를 規定하면서 國家의 宗敎的中立性의 原則(제19조제2항)을 

따로 두어 國敎(staatsreligion)를 認定할 수 없는 과 宗敎와 政治가 分離되어야 한

다는 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534)

그리고 이 조항에서 밝히는 국가의 종교  립성의 원칙은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에 한 헌법규정(당시 제10조)과의 연  하에 ‘종교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함으로써 

차별없는 종교생활의 보장을 통해서 정신 인 생활 역에서도 동화  통합의 풍토를 

조성하려는 헌법 인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허 의 견해는 종교의 

자유 조항과 평등권 조항의 연 이라는 국가의 종교  립성의 원칙의 핵심을 지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술한 바와 같은 립성의 양면성  특히 포함  립성의 

면을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이어지는 , “둘째, ... ‘政治의 宗敎化’ 즉, 

政治人의 神格化 내지 政治權力의 偶像敎(paganism)化現象을 막고, ‘宗敎의 政治化’ 즉 

信仰實行의 自由가 政治活動化하는 것을 防止함으로써 政治의 世界와 宗敎의 世界가 

二元的으로 獨自的인 生活秩序를 形成해 나가게 하려는 憲法的인 의도가 담겨 있다.”

라는 서술이 립성  특히 배제  립성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과 비되는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허 은 이후의 작에서도, 그리고 최근의 작까지도 이러한 

서술태도를 유지하고 있다.535)

요컨 , 우리의 학계의 태도에서 정교분리와 국가의 종교  립성(때로는 ‘국가의 

비종교성’과 함께 서술됨)의 계를 비교  명확히 서술하고 있는 경우는 김철수와 

권 성에서 그 단 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철수의 1988년 작에서는 정

교분리원칙의 의미를 국가의 종교  립성으로 명시 으로 설명하면서 국가의 종교

 립성의 구체  기 은 다시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권 성의 1979년 

작에서 정교분리원칙을 국교의 부인으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종교의 국가  정치에 

한 립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한 국가의 종교 립의 원칙이 정교분리원칙의 

제가 된다고 하여 국가의 종교  립성을 언 하고 있기도 하다. 허 은 애 에 

1984년의 작에서부터, ‘정교분리’라는 말 신 ‘국가의 종교 립성의 원칙’을 표

제로 삼고, 당시 헌법 제19조 제2항을 종교  립성의 원칙의 조항이라고 인식하고 

534) 許營, 憲法理論과 憲法 (中),  (서울 : 博英社, 1984).
535) 허 , 한국헌법론 (서울 : 博英社, 2013). 426면. “(4) 국가의 종교  립성의 원칙”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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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와 같은 학자들의 언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의 종교  립성

의 구체  의미가 2000년 인 최근에 들어서야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아쉬운 

이라 할 것이다. 

Ⅳ. 소결

제헌헌법에서 처음 정교분리조항이 도입된 이래 정교분리원칙의 의미와 용에 

한 논의는 기의 역사 , 당  서술에서 차 실체  규범력을 다루는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 히 헌법 제20조 제2항 상의 정교분리원칙

에 한 학계의 논의나 사법기 의 단은 완 한 형태의 분석  서술이라기보다는 

체로 개 으로 설명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최근의 논의는 정교

분리원칙이 국가의 종교  립성을 바탕에 두고 있으며, 종교에 한 평등한 우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데 해서는 의견이 일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교분리원칙

에 한 직  개념정의 즉, 정교분리원칙에서 정치와 종교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될 

것인지, 나아가 헌법이 요구하는 “분리”의 수 은 어떠한 것인지에 한 분석은 발견

되지 않았다. 한 정교분리원칙의 한 내용으로서 국가의 종교  립성은 국가 작용

을 어떠한 방향으로 구속하며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지에 하서는 지 까지는 과

제로 남겨진 상태 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에 해서는 을 바꾸어 본격 으로 고

찰해보도록 한다.

제2  립성 개념에 기반한 헌법 제20조 제2항의 해석론

I. 분리의 상 : ‘정치’와 종교’

우리 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분리’는 핵심 인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어 보

이므로 이는 제20조 제2항의 체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것이 국가의 종교  립성과 

어떤 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어 매우 요한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동 조항

의 ‘분리’의 의미를 확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여기서의 ‘정치’와 ‘종교’라는 개념의 의

미에 해서 먼  확정해야 한다. 헌법 제20조 제2항 후문이라는 규범이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 내지는 규범의 보호 역을 확정하기 해서도 그러하거니와 국교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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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문이 후문과 어떤 계를 가지는지를 확정하기 해서이다.

 1.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치’의 개념

(1) 문제상황

통 인 의미와 달리,  의미에서의 정치는 국가를 넘어선 상황까지도 지칭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항에서 말하는 “정치”의 범 가 무엇인지 그 독자 혹은 

수범자의 주  이해에 따라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정교 계의 문제는 그 문제의 시 부터가 국가권력과 종교단체간의 문제 고 특

히 이러한 은 서구의 경험에서 매우 두드려졌으며, 동 조항의 제정당시인 제헌국회

에서도 이를 분명히 언 하여 제정하 기 때문에, 주로 단해야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할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a) 국가의 운 인가 b) 그 운 에 향을 미치는 활

동을 포함하는가 c)  a, b 이외에 단지 사회 역에서의 활동을 포함하는가의 여부가 

그것이다.

정치(政治, politics)에 해 가장 리 쓰이고 있는 학문 인 정의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먼 , 이스턴(D. Easton)이 내린 “가치(values)의 권  배분” 이 그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표 으로 Max Weber는 정치를 “국가의 운 , 는 이 운 에 향을 미치는 활동”

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80년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역뿐 아니라 모든 인간 계에 내재된 권력 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

범 를 의 a, b에 한정한다면 베버  정의에 상응하게 되고, a, b, c를 모두 포

한다면 이스턴  80년  이후 정의 경향과 상통하게 될 것이다. 

(2) 제20조 제2항상 ‘정치’의 해석  의미

이 에서 어떤 정의가 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에 비추어 과연 옳은지 고찰해 

볼 때, 첫째, 여 히 정치는 국가의 역의 문제로 출발했고 여 히 그 다 할 것이

고, 둘째, 세계 으로 볼 때 학계든 법실무계든 종교와 “정치”의 계라는 표 보다

는 부분 종교와 “국가”의 계라는 표 으로서 본 문제를 탐구, 지시하고 있고, 그

에 따라 a와 b까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셋째 본 논문의 문제의 출발 인 우리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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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는 에서의 “정치”란 그 조항이 

자구화된 1948년 제헌국회에서도 a, b의 역을 지칭하 음이 뚜렷하 다고 보이

며536) 넷째, 제2장에서 길게 살펴보았듯이 제헌국회 시  이후로 재까지도 학계의 

논의나 사법기 의 시에서도 그러한 범  이외로 정치를 보았다는 반  변화의 

경향은 찰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치란 a, b의 역을 지칭하는 “국가의 운 , 는 

이 운 에 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네 가지 역과 ‘정치’의 정의

이러한 은 앞서 본 소  “정치  자유주의”에서의 종교  문제를 다루는 에 있

어서 도출되었던 네 가지 역을 고찰하는 데로부터 이러한 정의의 타당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즉 종교와 같은 ‘포  교리’와 공  이성이 계할 수 있는 실제  

역들을 찰함에 있어서 a. “내심의 단계”, b. “사회 역의 단계”, c. “(準)국가 역의 

단계”, d. “국가내 단계” 가 있었는데 이 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c. [“(準)국가 

역의 단계”]와 d. “국가내 단계” 다. 

c.는 컨  강제  법(coercive law)을 만드는 공  포럼에서 행 자가 다른 행 자

들에게 향력을 주려고 발언 는 행 할 때를 가리켰는데, 이 때 종교와 같은 ‘포

 교리’에 근거한 발언이나 행 가 문제될 수 있음은 앞서서 본 바와 같다. 그리

고 d. 만들어진 강제  법(coercive law)을 집행해야 하는 단계에서 이 공  집행자를 

정하는 단계 는데, 즉 집행자로서, 좋은 삶(good life)에 한 확고한 망을 보유하고 

그를 공  행 에 용할 우려가 있음이 간주되는 행 자(개인 는 단체)를 임명, 행

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단계 다. 이에서는 그러한 임명과 행 는 분명히 불허용

된다는 을 살펴보았었다. 

따라서 이러한 c. “(準)국가 역의 단계”와 d. “국가내 단계”는 의 정치의 정의에

서 b, a의 역에 각각 응하여 의 “국가의 운 , 는 이 운 에 향을 미치는 

활동”이라는 정의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다른 한 가지의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  제20조 제2항의 ‘정치’란, 분명하게도 “국가의 운 , 는 이 운 에 

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이 타당하다. 

536) 國 圖書館立法調査局, 「憲法制定 議錄: 制憲國 」 (서울 : 國 圖書館 立法調査局, 19

67) 14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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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 공 이성의 작용으로서의 국가와 정치

정치의 개념은 무수히 변해왔다. 이 에 의 정치-종교간 계 문제를 찰하는 

데 있어서 ‘정치’란 “국가의 운 , 는 이 운 에 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함을 앞에서 보았다. 국가작용자체가 종교에서 독립해왔다는 의미에서 논하

는 것이 정교분리이며, 에는 이에 근  국가 을 넘어선 다원주의  국가 이 

함께 고려된다. 공 이성의 작용으로서의 정치는 이러한 “국가의 운 , 는 이 운

에 향을 미치는 활동”이라는 에서, 즉 국가와 련되는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이 

문제되고 국가외의 사회집단에서 작동하는 ‘(공 ) 이성’의 작용까지 문제삼지는 않게 

된다. 이는 곧 국가에서 보편 으로 종교의 자유가 사  역에서 무엇보다 확고

히 보장되는 과 련된다. 사회집단 사이에서 작동하는 ‘(공 ) 이성’에 한 종교

의 향을 정교분리라는 의미에서 논하는 것은 아마도 미국의 국가행 이론(state 

action theory)과 같이 국가권력을 매개로 생각하는 등의 다른 이론  구성이 없는 한, 

개별 사회집단과 종교( 는 종교단체)와의 계를 논하는 문제에 지나지 않기에 원칙

으로 불가하다고 이 타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 등에서 언 하는 “정치”의 범 를 이 게 확정

하고 나면, 결국 “종교”는 무엇인가를 다시 확정함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할 

것이다. 

2. 헌법 제20조 제2항의 ‘종교’의 의미

우리헌법 제20조 제2항에서의 ‘종교’의 의미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라는 

것의 법학 인 정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한 일반  답이 필요하다. 둘째로 나

아가 제2항에서의 ‘종교’ 의미의 아주 특수한 문제가 생기는 데 이에 한 답이 

한 필요하다. 이는 제1항과 제2항이 공통 으로 ‘종교’라는 문구를 쓰는 것에서 유래

한다. 제1항의 종교와 제2항의 종교가 같은 의미라면 제1항의 종교의 자유의 보호를 

해 가능한 한 확장 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제2항의 종

교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져버리면 정교분리원칙에 반되는 종교의 개념 한 넓어

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을 하면서 아래에서 그에 한 

들을 차례로 고찰해보도록 하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교에 한 개념 정의는 단순하지가 않다. 법  개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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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한 개념 정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에는 정확한 방법을 먼  세우는 것

이 요하다. 일반 으로 종교에 한 개념규정의 시도는 어떠한 요소들의 결합이 종

교를 이루는가를 검색해나가는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의 구성요소가 

갖는 일반성의 범 여하가 개념의 폭을 가늠하게 된다. 따라서 주어진 개념요소 가운

데 어떠한 것을 취사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종교 개념을 둘러싼 논의의 차원을 결정해 

주는 것이 된다. 결국 이 같은 선택에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이를테면 宗敎의 自由

조항에 깔려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악하는 것이 된다. 요컨  종교개념을 

근해보면 이미 그 자체를 문제성의 출발로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것을 종교개념으로 보느냐는 따지고 보면 역사  경험에 비추

어 무엇이 체로 종교 이었는가를 개략 으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게 볼 때 하나의 근방법으로서 무엇이 종교  구성요소가 아닌가를 공

제함을 통하여 개념에 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537))

 하나의 방법으로서 례를 통하여 귀납  방법으로 종교의 개념을 추출해 낼 때

에는 일반 으로 볼 때 험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주어진 재 부가 제한 인 

경험에 비추어 무엇이 종교인가를 재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비정통  

요소가 특별한 근거 없이 단지 비정통 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의 으로 배제한 례에 

따른 종교개념, 즉 편 한 종교개념에의 도달을 의미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좁은 기 을 용하게 되거나 는 종교의 자유규정에 부합시키기 해 불

필요하게 넓은 의미의 종교 개념을 선택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됨을 종교개념규정

에 있어서 유의하여 야 할 것이다.

종교개념을 최소화하려는 최소주의자의 주장에 의하면, 모름지기 종교는 도덕  규

범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바, 이 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나 

동양의 신비  우상종교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도덕  내지 윤리  원칙들이 신도들을 

지배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에 내재하여야 할 인성 한 반드시 한 

기 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내면  자아와 외면  비자아의 분

리가 반드시 가능하지 않은 宗敎 한 없지 않기 때문이다.538)

인간의 정신  작용과 인 작용에서의 다양함과 해명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종교의 개념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이로 인하여 종교의 개념도 에 따라 다양

537) 權寧卨, “美國憲法上 宗敎의 槪念과 그 法理의 展開,” 「美國憲法硏究」 제5호 (1994) 10-

12면.
538) 權寧卨(註 53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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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법학에서의 정의에 앞서 먼  인문사회과학에서

의 정의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인문사회과학에서의 정의

1) 통 인 정의

종교에 한 수많은 정의들이 존재하므로, 본 주제에 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악을 하도록 하고, 표 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일

단 어원학 으로 볼 때, 종교(Religion)라는 단어는 애 에 서양  념에서 출발한 단

어이다. 우리 동양에서는 보통 유가, 불가, 석가의 가르침 등등으로만 지칭하다가 근

화 이후에 이러한 단어를 번역해서 쓰게 된다. 따라서 먼  이러한 서양  의미에

서의 종교라는 단어를 악하는 것이, 우리가 재 생활에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의 의미를 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ligion이란 라틴어 religiō에서 유래하며, 그것의 근본 인 기원은 불분명하다. 하나

의 가능성은 복되는 *le-ligare로부터의 유래인데, 이는 “읽다”는 의미의 lego를 결부

시킨 키 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해석이다. 이는 “선택하다”, “다시 검토하다”, 는 

“신 하게 고려하다”라는 의미에서 re(다시) + lego가 되었다고 본다. 톰 하퍼(Tom 

Harpur)와 조셉 캠벨(Joseph Campbell)과 같은  학자들은 “묶고, 연결하는” 의미의 

ligare로부터 – 아마도 락탄티우스(Lactantius)의 해석을 따른 명한 성 아우구스투스

(St. Augustine)가 만든 prefixedre-ligare, 즉 re(다시) + ligare 는 “재연결”539)로부터 –

의 생을 선호한다.

그런데, 이런 서양  념, 특히  학자들의 념에서조차 어떤 월  존재의 

실재를 제하기 때문에, 불교나 유교를 하나의 Religion으로 보는 에 주 하게 되

는 모습들이 서구의 역사 속에서 있었다. 를 들어  학자들의 념에서 “재연

결”이라는 개념은 신이 실존하고, 그러한 신과 인간이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 

떨어져 있었으나, 다시 연결됨을 희망한다는 그러한 기독교  세계 을 암시하기도 

한다. 

539) Joseph Campbell, Bill Moyers et al.(ed), The Power of Myth (New York : Anchor Books, 19

91) ; Tom Harpur, In The Pagan Christ: Recovering the Lost Light (Toronto : Thomas All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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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정의

이러한 어원학을 근본으로 하되, 각 학문  입장에 따른  정의는 좀 더 다채

로운 편이다. 먼  형 인 사  정의에서는 종교를 “신 는 신들에 한 믿음이

나 숭배” 는 “신이나 자연 인 것의 섬김과 경배”540)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체

로 학자들은 “신에 한 믿음”이라는 정의에 해 종교  사고와 경험의 다양성을 포

착하기에 불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정의는 이 보다 개방 인 정의에 

가까워지게 된다. 541) 

와 같은   Pecorino의 견해에 따르면, 종교를 “성스러운”, “신성한”, 강렬한 

“가치”, 는 “궁극 인 계”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과학  발견이나 리처드 도킨

스류의 철학  비 이 종교  신도들의 믿음과 필연 으로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는 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542)

3) 소결

요컨  오늘날에는 기능  근방법이 주로 용되면서 그 개념의 ‘개방성’을 강조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미국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미국

에 있어서 종교의 개념은 실로 다양한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宗敎的 多元主義

(religious pluralism)에 입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543) 종교는 문화 속에서 기능

540) Religion. The Chambers Dictionary (http://www.chambers.co.uk 최종 속 : 2013.5.10.) ; Relig

ion. Merriam-Webster Dictionary. (http://www.merriam-webster.com 최종 속 : 2013.5.10.)
541) 표 으로 E. B. Tylor,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

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Vol.1 (London : John Murray, 1871) p. 424 ; 인류학에

는 Clifford Geertz, “Religion as a cultural system,” in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

ssays (London : Fontana Press, 1993) pp. 87-125. ; 신학에서는 A. Vergote, Religion, belief an

d unbelief. A Psychological Study (Leuven : Leuven University Press 1996) p. 16 ; P. Tillich,  

Dynamics of faith (New York : Harper Perennial, 1957) p. 1 ; P. Tillich, Theology of Cultur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p. 8 ; 사회학에서는 E. Durkheim, The Elementar

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15) p. 37, pp. 40–41. (한

국에는 “종교 생활의 기본 형태”라는 제목으로 번역됨) ; 심리학에서는 W. James, The Vari

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Longmans, Green, and Co., 1902) p. 

31, 34, 38.
542) Philip A. Pecorino, Philosophy of Religion, Online Textbook. (2001)  http://www.qcc.cu

ny.edu/socialsciences/ppecorino/phil_of_religion_text/TABLE_of_CONTENTS.htm(최종 속 : 201

3.12.10.).
543) Jesse H Choper. “Defining religion in the First Amendment,” U. Ill. L. Rev., (1982) ； K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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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동시에 문화의 특성은 종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 종교의 개

념은 미국문화의 산물로써 그 특성과의 계에서 도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인은 

원래 有神論에 입각한 종교 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은 통 인 종교에만 

용될 수 있을 뿐, 신흥종교에 용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야기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과 법원은 합리주의  에서 자연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자

신들의 종교를 ‘非神化’(demythologize)하려고 노력하 다.29) 그 결과 미국의 특성인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종교의 개념은 신과의 계로부터 개인의 신념체계로 변화하

으며, 모든 종교 내지 종 를 포함시키기 해 포  개념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기능  근방법이 주로 용되면서 그 개념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유사개념과의 구분 : 양심이나 사상과의 구별

1) 양심과의 구별 

헌법학에 한정해 보자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실정헌법상의 구조에 따라 그 의

미는 늘어나기도 하고 어들기도 하는데,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따

로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에 이러한 것(종교  양심, 학문  양심)

도 포함되어 의로 보장되지만, 행헌법과 같이 종교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와 구별

하여 양심의 자유를 독립하여 보장하는 구조에서는 양심은 종교  단이나 지  

단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 의로서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2) 사상과의 구별

헌법해석론에 의하면, 사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9조, 헌법 제20조 제1항, 

의사의 형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22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헌법

상의 권리로 도출할 수 있다. 한민국 헌법재 소는 자유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사

상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므로544) 우리 헌법에서도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보인다. 헌법재 소는 헌법 제19조가 정하는 양심을 정의하면서, ｢

Greenawalt. “Religion as a Concept in Constitutional Law,” California Law Review, Vol.72, N

o.5 (1984).
544) 를 들어 헌법재 소 2002.4.25. 선고 98헌마4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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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어야 할 양심에는 세계 ․인생  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

여도 보다 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  윤리  단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시545)한 것이 있다.546)

이러한 사상이 세계 을 의미하게 될 경우 종교와 얼마나 구분될 수 있는 지가 

건이다. 이는 종교의 개념부분에서 다루도록 한다. 요컨  종교의 개념을 신이나 월

자에 한 믿음을 제로 하지 않는 무제한  입장에 따른다면, 그것은 사상(세계 )

까지도 포 하게 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독일에서는 국가의 립성을 다루는 경

우에는 아  국가의 “종교-세계  립성”이라고 서술하는 경우가 지 않다.547) 이

러한 방법의 장 은, 종교와 종교 사이에서의 립성 뿐만이 아니라 종교와 비종교

(세계 ), 비종교와 비종교 사이에서의 립성까지도 함께 포 하여 다루는 일반 인 

규범  기 의 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법학에서의 정의

1) 신의 개념이 제되는 지 여부

한편으로 우리나라 법학에서의 체 인 정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교의 

개념에 하여는 신의 개념을 제로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가 좀 더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548) 

이러할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서의 종교라 함은 보통 자연 ․ 인

간  존재 는 월자, 神, 조물주,  존재라고 표 되는 존재에 하여 이를 

경외하고 숭배하거나 믿는 개개인의 주 인 확신과 그에 기 한 행 라고 정의될 

수 있겠다. 어떤 존재자는 인격  존재일 수도 있고, 비인격  존재일 수도 있으며, 

인 삶이 세 일 수도 있고, 내세 일 수도 있다. 神은 유일신일 수도 있고, 복

수의 신(多神)일 수도 있다. 

545) 를 들어 헌법재 소 2002.1.31. 선고 2001헌바43 결정.
546) 이를 기 로 견해가 몇 가지로 나뉘는 에 해서는 정종섭(註 118), 544면 이하 참조. 

日本憲法 제19조는 “사상  양심의 자유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여, 사상의 자유

와 양심의 자유를 구별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 
547) 컨  Von Campenhausen/De Wall, op. cit., S. 370-371.
548) 지규철, 「미국에서의 정교분리에 한 연구」 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 (1993) 12면 이

하 ; 송기춘, “우리 헌법상 종교의 개념- 미국 연방 법원의 례를 참고하여,” 「헌법학연

구」 제5권 제2호 (1999) 242면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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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교의 정의에서 신의 존재를 제로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 견해들도 유력

하다.549) 이 견해에 따르면 자연 ․ 인간  존재뿐만 아니라 자연  인간  

본질(無, 空 등)에 한 것도 포함된다. 이 게 되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을 

믿는 것도 종교에 해당할 가능성이 생긴다. 존재자는 太極, 無極, 無, 空 등과 같이 존

재하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다.550) 다만 이는 인 역과 련이 있어야 하며, 

인 역과 련이 없는 주 인 인식과 확신에 한 자유는 의사형성의 자유에 해

당하며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교리, 경 , 의례, 집단 등의 필요 여부

에 따라 신의 존재를 제로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 견해들은 체로, 종교의 

개념이 그러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에 어떠한 교리나 경 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

며, 어떤 의례나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본다. 그리고 종교단체와 같은 

어떤 종교  집단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사제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게 

된다고 한다.551) 반면 종교의 개념에 하여 신의 개념을 제로 이해하고자 하는 견

해들에서는 이러한 교리, 경 , 의례, 집단 등을 요소로 보게 되는 견해들이 종종 

찰된다.

549) 成樂寅, 「憲法學」 ( 주 : 法文社, 2011) 512면 ; 權寧星, 「憲法學原論」 ( 주 : 法文

社, 2009) 475면 ; 정종섭(註 118),  561-562면.
550) 정종섭(註 118), 561-562면.
551) 정종섭(註 118), 562면. “ 국가에서는, 正統이냐 異端이냐 하는 것은 해당 종교 내부의 

교리상의 문제일 뿐이며, 헌법 으로는 사회 는 개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모두 

종교의 자유로 보장된다.” 다만 “ 한 超自然的․超人間的 存在나 本質에 한 주 인 

확신과 그에 기 한 행 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反人倫的이거나 

反社 的인 것과 공동체와 국가를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침해하는 행 는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 정종섭(註 118),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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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의 ‘종교’의 의미의 문제

1) 문제의 인식

국교 지와 정교분리원칙을 규정한 우리헌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의 종교의 자유 

조항과 공통 으로 ‘종교’라는 문구를 명시 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은 세

계 으로 유래가 드문 편인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종교단체(일본국 헌법의 )”라는 

단어를 국교 지와 정교분리원칙 부분에서 쓰거나, 아  기본권의 부분을 “信仰 는 

信敎(beliefs, Glauben)의 자유”(독일 기본법  우리 제헌헌법과 임시정부헌법문서들의 

) 등의 다른 용어로 표 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 게 우리 행헌법과 같이 명

시 으로 겹치게 표 하는 는 드문 것으로 찰된다. 이러한 표 의 동일성 떄문에 

발생하는 해석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제1항의 종교와 제2항의 종교가 같은 의미

라면 제1항의 종교의 자유의 보호를 해 가능한한 확장 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자

체로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에 따라 제2항의 종교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져버

리면 정교분리원칙에 반되는 종교의 개념이 결과 으로 넓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

는 것이다.

이에 한 해석론 인 방법은 다음의 두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겠다. i) 첫쨰

로, 둘을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러면 종교는 사상을 포함해도 된다. 제1항의 

종교의 의미는 최 한 넓게 보고, 2항의 종교는 그와는 별도로 보다 좁 서 의 방

법 1에서 본 범  정도로 제2항의 종교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ii) 둘째로, 여 히 둘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러면 종교는 무신론이나 무

나 공에 한 믿음 등을 로 보듯이 사상과의 경계에 있는 일련의 것들과는 다르게 

신의 개념을 제로 이해하거나 최소한 월  존재에 한 믿음을 제로 하는 것이 

맞겠다. 나머지는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것으로 한다. 사상의 자유

나 양심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보다 보호를 심각하게 게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컨  옥외집회 등에 있어서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집회는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집회보

다 더 보호받는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 밖에 좀 더 나은 해석론  해결 방법이 없는지는 더 생각해볼 만 하다. 이하는 

이 이외의 다른 방법  화해를 할 수 없는지에 해 비교법 인 고찰을 시도해본다. 

특히 독일  미국헌법에서의 종교개념에 한 논의를 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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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개념의 변천과정 : 독일  미국헌법에서의 논의를 심

으로

가. 서설

미국에 있어서 종교의 개념은 실로 다의 이다.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는 연방 법원에 의해 구체  사건을 해결하면서 차 으로 발 되어 왔

다. 미국의 특성인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종교의 개념은 신과 계로부터 개인의 

신념체계로 변화했으며, 모든 종교 내지 종 를 포함시키기 해 포  개념이 요구

되었다.

미국 연방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  사건을 

해결하면서 진 으로 발 시켜 왔다. 연방헌법 수정 제1조는 ‘종교 ’ 행 를 세속

 행 보다 우선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종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보장범 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실용  의의를 갖는다. 연

방 법원은 다양한 근방법을 동원하여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려고 노력하 지만, 

지 까지 만족스러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나. 종교 개념의 定義를 한 법원의 노력

A. 유신론 (有神論的) 근 방법

연방 법원 법 들이 최 로 종교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실제  노력은 일부다처

제 행을 유지하려는 종교단체 신도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는 Idaho주 法을 지지한 

Davis v. Beason 사건에서이다.552) 이 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첫째, 일

부일처제의 행이 우리들의 문화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교리”로서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은 행의 문제를 “종교”의 문제와 혼동하고 있다. 둘째, 종교의 개념을 

다룬 것은 한 것이지만, “우리들의 창조주에 한 의무”로 종교를 인식하고 있는 

Madison의 정의에 따르고 있는 것은 ‘유태-기독교 사상’(Judeo-Christian thought)의 통

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유신론 (有神論的, theistic) 개념을 제로 하고 있는 것이

다. 

552)  Davis v. Beason, 133 U.S. 333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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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유신론  근은 1931년의 Macintosh 사건553)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Hughes 법원장은 반 의견을 집필하면서 “종교의 핵심은 인간 계에서 야

기되는 것보다 우월한 의무를 수반하는 ‘神과의 關係’에 한 신념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하 다. 그러나 1944년에 법원은 유신론에 입각한 종교 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

하 다. 즉, U.S. v. Ballard 사건에서 법원은 “종교  신념의 자유는 …정통 신앙의 신

도들에 해 異端(heresy)으로 분류되는 삶과 죽음, 그리고 내세에 한 이론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 하는 것”)이라고 시함으로써 모호하지만 개방 인 立場을 취하

기 시작하 다. 한 1961년에 公職審査基準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고백하도

록 강제하는 Maryland州法을 무효로 결정한 Torcaso v. Watkins사건에서 법원은 “신의 

존재에 한 신념에 기 한 종교는 상이 한 신념에 기 한 종교를 지하는 것”으로 

정부가 ‘神의 存在’(existence of God)에 기 한 종교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하 다.554)

B. 합헌  법률해석의 근방법

종교 개념에 하여 개방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연방 법원은, 국교설립 지조항 

반의 가능성이 명시 으로 문제되었던 사례 던 Seeger 사건555)을 통하여 이러한 

입장을 공고히 하 다.

이 결은 “선과 가치에 한 믿음과 헌신 그리고 순수한 윤리  신조(ethical creed)

에 한 종교  신념” 에 기 하여 모든 참 을 반 하는 자들에 하여 병역면제를 

인정하 다. 동 사건에서 ‘통상의 군사훈련  병역법’ 제456조 (j)항의 합헌성을 심사

한 연방 법원은 ‘神’이라는 호칭보다는 ‘ 월  존재(Supreme Being)’, 라는 표 을 

사용함으로써 의회는 모든 종교를 포 하여 종교교육  신념의 의미를 명확히 하

다. 동 법원은 이러한 해석에 따라 ‘ 월  존재와 련한’ 신념이라는 심사기 은 소

여의 신념(given belief)이 명백하게 면제의 자격 이 있는 자의 신에 한 정통 신념으

로서 그 소유자의 생활 터 을 지배하고 있는가이다. 그러한 신념들이 신념보유자 개

개인의 생활에서 동등한 지 를 갖는 경우에 동 법원은 한 사람이 월  존재와 

련되고 다른 사람 은 그 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시하 다.556) 

553)  U.S. v. Macintosh. 283 U.S. 605 (1931).
554)  U.S. v. Macintosh. ibid., p. 632-43. 
555)  U.S. v. Seeger. 380 U.S. 163 (1965).
556)  U.S. v. Seeger. ibid., p. 1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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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동 결에 따르면 종교 교육  신념은 인간 계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우월

한 월  존재에 한 개인  신념이지만, ‘정치학 , 사회학 , 철학  견해나 단순

한 도덕규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월  존재는 신앙

고백자의 생활터 을 진지하고 의미 있게 지배하는 신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

다. 

이와 같이 법률 해석을 통하여 종교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연방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종교  신념 가운데 어떤 신념에는 면제 혜택을 주고 어떤 신념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국교설립 지 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동법원은 이 사건의 심사 상이 되는 병역법이 연방헌법의 국교설

립 지조항에 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한 ‘합헌  법률해석’의 결과로서 이와 같

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라 종교문제를 실정법  해석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

는 태도를 취하는 연방 법원은 결국 모든 신념체계를 수용하기 하여 개방  종교

의 개념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정치학 , 사회학 , 철학  견해나 단순한 도덕규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을 강조하고 있음이 특징 이라고 볼 수 있다.

C. 자유로운 행사조항에서의 종교의 개념

자유로운 행사조항에서의 종교의 개념에 한 미국연방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의 국교 지 반의 사례들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을 나타낸다. 즉 기에는 신

과 인간의 계라는 통  종교개념에서부터 시작하 으나  월  존재와 련

이 없다하더라도 월  존재에 한 확신과 동등한 정도의 무신론  확신이나 도덕

 신조 등으로 종교의 개념을 다원화시켜, 오늘날 상당히 폭넓고 다양한 기능  방

식에 의한 종교개념의 정의가 보편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가능한 한 확장 으로 해

석하는 경향을 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능  정의방식은 1940년 의 United States v. Kauten 사건에서 출발하여 

1960년 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특히 U.S. v. Seeger 사건과 Welsh 

v. U.S. 사건(Welsh v. U.S. 398 U.S. 333 (1970))에서 아주 상세하게 표 되었다. 다만 

기능  방식에 의하여 종교를 정의하면 그 지나친 확장은 미신이나 사교와의 혼돈으

로 연결될 소지가 있음은 지 받을 수도 있다 하겠다.

요컨  자유로운 행사조항과 국교설립 지조항에서 공히 미국연방 법원은 기능  



- 234 -

정의방식을 따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능  정의의 입장에는 미세한 차이가 

감지된다고 할 것이다. 합헌  법률해석의 방법을 강조하여 종교의 개념을 명확히 하

려 하 던 Seeger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종교  신념 가운데 어떤 신

념에는 면제 혜택을 주고 어떤 신념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국교

설립 지조항 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3) 소결 

먼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의 조항과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조항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양심과 종교는 구별되어야 하며, 그 구별에 있어서는 “ 자에의 귀

의 는 신에 한 내 인 확신 등의 요소가 종교개념으로서 시되어야 한다는 , 

그러나 한민국에 있어서 종교를 악함에 있어서 서구와 달리 크리스트교  통만

이 지배하지는 않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종교 환경이므로 통 인 종교개념의 악

만으로는 자칫 종교의 자유의 범 가 좁아질 수 있다는  등을 고려하여 이상에서 

논한 모든 종교의 개념 정의 방식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할 필요를 부정할 수가 없

다.”557)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의 종교라는 문구의 동일성으로 

인한 종교 개념 정의에서의 추가  문제는 미국이나 독일 등 여타의 나라들과는 다르

게 우리나라에서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임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은 장 이라기보다는 단 이라고 보인다.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  내에 있는 

문제라고 본다. 즉 제2항의 “종교”는 제1항의 종교와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

해 제1항의 종교는 개방 인 개념으로 넓  해석해야 하지만, 제2항의 종교는 제1항

의 종교보다 좁 서 해석한다. 요컨  ‘포  교리’의 성격이 제되지 않은 믿음들

이나 ‘세계 ’, ‘사상’과 유사한 경계에 있는 념체계들은 제1항에서와 달리 제2항의 

종교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로서, 향

후 헌법 개정이 될 수 있다면 되도록 윤문하여 (필수 이지는 않지만) 문구수정을 하

는 것이 보다 해석을 확실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557)  이 진,「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정교분리에 한 연구」 성균 학교 박사학 논문 (19

98) 29-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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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단체의 의미

1) 종교단체의 의의와 법  근거

일반 으로 단체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를 말하고 따라서 종교단체란 “종교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

한 조직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종교단체란 종교를 목 으로 발생, 유지, 확

장하는 단체를 말한다. 법인의 형태를 취했는가 아닌가는 상 이 없다. 한편, 한민

국에서는 ‘종교법인’이라고 일상 으로 말하는 표 이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종교

법인이라는 형태의 법인은 한국의 법제도에서는 없다. 종교법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이나 법 조항은 없으며, 다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형태로 된 종교단체를 지칭할 

때 종교법인이라는 표 이 법  표 에서 요구되는 엄 성과는 별도로 일상  표 으

로 쓰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종교단체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격을 부여받은 형태로 존재하거나, 는 법인격을 부여받지 않은 법인격없는 사단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법인격없는 사단은 직 인 법

률  근거가 없이도 례에 의해 그 법  실체를 인정받고 있다. 요컨  사법상의 법

인으로만 존재하고, 공법상의 법인(공법인)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한편, 종교단체도 

하나의 이익단체로 보는 도 있다.

2)  헌법에서의 단체 이해  종교단체의 자기결정권 여부

추가 인 논 으로, 종교단체의 문제는 결국  헌법의 문제인 개인의 기본권과 

단체의 기본권의 문제를 내포한다는 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뒤에서 각 국가에서 어떻게 규율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에서도 알 수 있게 된

다. 특히 “종교단체의 자기결정권”의 문제 등. 이는 단체가 일견 개인의 기본권(자유)

를 그 로 제약 내지 통제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어떤 규범  기 은 반드시 필요하다. 를 들어 개인들이 자유의사로 모인 보통의 

사단법인이 그 정 , (법률)행  등이 법에 배될 경우, 그 사단법인 일부 는 부

의 법인격이나 법률행 가 사법상으로는 무효 내지 취소되거나, 공법상으로는 규제받

거나 처벌받는 것과 같다.

결국 종교단체가 ‘개개의 시민들의 군집’인가 아니면 독자 인 ‘집단(단체)’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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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으로 밝히고 인식하는 것이 헌법학에서 특히 기본권과 련해 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종교단체는 일정한 자율권을 가지게 된다. 

Ⅱ. 분리의 개념

 1. 용어와 표 의 문제 : 세속주의, 정교분리, 립성

 (1) 문제의 배경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보장하는 제도는 미국, 일본, 랑스, 포르투갈과 같이 명문

의 조항에 의하여 분리를 취하는 경우와, 독일 등과 같이 ‘국교부재’를 명시하면서 

‘평등권을 보장한 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 국과 같이 국교가 있음에도 ‘종교

 용’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한민국은 헌법 제20조 1항에서 “모든 國民은 宗敎

의 自由를 가진다”, 제2항에서 “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분리된다”

고 규정하여 미국과 일본의 유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한민국의 경우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은 서구와 같은 격렬한 투쟁 과정 없이 단지 법문의 계

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에 한 역사  검토와 자기 이해가 없다면 자칫 내

용이 없는 공허한 것으로 락할 염려가 있다. 실제로 종교 문제에 하여 제기되는 

우리 실상의 여러 문제(종교정당의 설립 허용 여부, 종교인의 공무담임, 교회의 정

치발언  기타 정치  활동의 허용 여부, 교육, 교정 등 공  과제에의 참여 허용 여

부, 종교재산에 한 과세문제,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지 않는 종교교육을 받게 되는 

고등학교의 무시험배정에 의한 문제, 사립 학에서의 종교교육의 강제, 종교법인법

의 제정문제 등)의 해결에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다른 모든 기

본권과 마찬가지로 서구에 비하여 상 으로 우리의 종교의 자유의 역사가 길지 않

다는 에 있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구한말까지 무시되어 오다가 日本帝國主義 치

하에서는 억압, 말살되었고 복과 함께 비로소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짧은 

역사에 더하여, 그 深度 측면에서도 이에 한 ‘자기이해’는 아직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용어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랑스, 독일, 미국, 국 등 

구미국가 뿐 아니라 인도, 싱가포르, 말 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본 문제에 특히 집

할 국가내부  사회  필요성이 있는 국가들의 헌법학, 사회철학, 정치철학의 문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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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논의들에서 이 문제의 용어가 다양하게 쓰 다. 그런데 국내 학계의 흐름을 체

으로 검토해보면, 최근까지도 주로 ‘분리’라는 용어에만 집 하여 탐구하거나 서술

하여, 세속주의, 립성, 정교분리 등등의 용어  다종성  다양한 뉘앙스와 용례들

을 깊게 잘 다루지 않은 경향이 체로 보인다. 앞서 제1장에서도 밝힌 바, 최근 출

된 몇몇의 소논문으로서의 연구 성과들의 경우558) 이 들은 각 국가의 법  논의와 

사례를 소개하는 데에는 분명 유의미한 성과를 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나라의 것

만을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정교 계에 한 개념과 

그 나라의 개념의 동일함과 상이함에 있어서 분명한 정리가 되지 않아 한국의 상황과 

연결지어 설명하거나 앞으로의 시사 을 망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재까지의 이러한 황  용어들의 정확한 이해에 한 경시나 간과는 바

람직하지 않다. 술한 바와 같은 정교 계의 개별문제들은 (근 )국가와 종교 사이의 

계에서 흔한 그리고 매우 요한 문제들로 드러나고  그 게 인식되어 왔기에, 

그에 따라 세계 으로 축 된 지  성과물들을 사용하고 재해석하는 데 실패하여 우

리의 법  실의 재를 제 로 악해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래의 법  실의 

망에 있어서도 부족하거나 그릇된 망을 가지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2) ‘분리’ 용어의 의의와 한계

우리는 사실 헌법 규정에 의해 시야가 ‘축소’되어 왔다. 우리의 헌법은 강력하게도 

제20조 제2항에서 「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분리된다.」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분리’라는 개념에 착목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分離(분리, separation, Trennung, séparation)’라는 단어를 직 으

로 쓰는 경우가 일반 인 것은 아니다. 단 인 를 들어, 政敎問題에 있어서 엄격한 

분리형의 국가로 일컬어지는 랑스조차도 단지 “laïque/laïcité(주로 비종교성으로 번

역)”라고 규정하고559), 그에 한 법률560)을 내용으로 가지며, 미국, 일본 등 에서 

558) 다만 수년 부터 랑스나 독일의 종교  립성 논의 등에 해 착목한 논문들이 일부 

발표되었다. 김홍섭(註 7), 229-248면, 이부하(註 7), 197-223면 ; 지규철(註 7), 42-52면, 훈

(註 7), 546면 이하 등 참고. 
559) 1958년의 랑스 헌법 제2조는 랑스가 “… 비종교  공화국( “La France est une Républ

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 )… 모든 시민법 이 의 통, 인종, 종교

의 차별이 없는 평등”을 보장함을 시한다. 이러한 laïque/laïcité의 기본 인 원칙은 1905년

의 ‘정교분리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용어는 등학교에서 종교 교사  교육의 폐

지에 한 입법  논쟁을 통해 1871년에 분명히 표 되고 주장되기 시작했지만, 애 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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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한 다른 나라들도 ‘분리’라는 표 이 있다기보다는, ⅰ) 정교 계에 한 구체

인 내용과 설시가 이미 헌법에 규정되거나 내포되는 방법으로 서술되어 있거나, ⅱ) 

헌법에 근거하여 그 련 개별 법률에 세세히 들어가거나, 는 ⅲ) 특히 미국의 경

우와 같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와 ‘국교부인’라는 등(수정제1조)으로 비교

 길지 않게 서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  그에서 도출되는 (‘분리’라는 개념 

보다는) ‘ 립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뛰어난 례법을 발 시켜온 과정을 거친 것

으로 나타난다. 우리 한민국과 같이 개별이 없이 추상으로서의 ‘분리’라는 표 의 

조문만이 있는 곳은 단지 몇 나라에 불과하고, 흥미롭게도 공통 으로 이 나라들의 

정교문제 법리의 발달 수 은 상 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동 조항이 폭 개정된 일본 헌법을 비교해 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제헌기의 우돌(E.J. Woodall)561)의 案(우돌안)과 제헌

헌법의 동 조항을 비교해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어떤 연유로 세부 인 사항이 

없이 단지 ‘宗敎와 政治는 분리된다’라고 규정되었는지는 법제사 이나 역사학 인 

탐구를 추가로 요구하기는 하지만, 일단 이 조항이 그 엄격한 외양과는 달리 제정과

정에서는 구체성보다는 추상성이나 간명함에만 집 하여 만들어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宗敎와 政治는 분리된다” 혹은 ‘분리’라는 표 이 간명함과 동시에 

우리 헌법 법리의 발 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지 않다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에서 언 한 ‘세속주의(secularism)’나 ‘ 립성(neutrality)’ 이라는 

단어와 달리, ‘분리(separation)’라는 단어는 개념상 그 자체로 경직된 단어이다. 사  

정의에 따르면, ‘분리’란 “서로 나뉘어 떨어짐. 는 그 게 되게 함.”을 의미한다. ‘분

리된다’라고 조항에 규정한 이상, 이는 후자인 동태가 아닌, 자인 상태의 의미이다.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規範이자 命令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리’는 물리  상태(狀態)에서 발 한 개념으로서, 원래  의미에

어로서의 laïcité은 1842에 형성되었다. 자세히는 Caroline C Ford, Divided houses: religion an

d gender in modern France (Ithaca,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p. 6.
560)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1905년 정교분리

법).
561) 미군정청 총무처장 겸 법무부장 우돌(E.J. Woodall) 소령이 작성한 안으로서 당시 제헌헌

법 안 작성 인 유진오에게 달되었다. 고려 학교 박물 이 유진오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미군정 헌법안은 유진오가 헌법 기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정리한 필사

본 형태로 발굴 다. 다만 원본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책으로 간행된 것은 고려 학교

박물 , 「 민 유진오 제헌헌법 계 자료집」 (서울 : 고려 학교 출 부, 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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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자면 ‘분리(X)’되거나, ‘분리되지 않은(not X)’ 단지 두 상태만이 존재한다. 덜 분

리되고 더 분리된다는 념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언어란 사고의 그

릇이기에 이러한 개념  경직성은 그에 따르는 사고의 경직과 정체를 래하 음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컨  이러한 을 미리 간 한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일

이 ‘분리(의 벽)’이라는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이후의 표 이긴 하지만 

“분리”보다는 근래에는 “ 립성”이라는 개념을 심으로 례법리와 학계의 논의를 

매우 정교하게 발 시켜왔던 것이었고,562) 랑스의 학계·입법, 사법기 은 laïcité를 

국가의 종교  립성 그 자체이거나 립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면서563) 약 백년에 

걸친 논의를 진 시켜왔던 것이다.564)

그 다면, ‘ 립성(中立性, neutrality of state, Neutralität des Staates)’ 개념은 어떠한

가, 어떤 이유에서 ‘분리’ 개념보다 법리 발달에 유리한가, 그리고 ‘ 립성’ 개념과 

‘분리’ 개념은 서로 어떤 련성을 지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 이에 

해서는 을 바꾸어 검토하도록 한다.

2. 분리 개념과 립성 개념의 계

(1) 립성과 분리의 계

국가의 립성은 분리와 얼마나 계가 있는가라는 것은 해명되어야 할 질문이다. 

562) Lemon v. Kurtzman, 403 US 602 (1971)에서처럼 미연방 법원은 정교 계에 한 원칙을 

정교히 발달시키면서도 동시에 분리개념의 불분명함을 시한다. “Our prior holdings do not 

call for total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total separation is not possible in an absolut

e sense.”(같은 결 中) Lemon기  등까지 발 한 것은 ‘ 립성’ 개념에 의지한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한 상론은 Frank Holzke. “Die „Neutralität “des Staates in Fragen der Reli

gion und Weltanschauung,”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Vol.21 (2002). ; Klaus Schlai

ch/Karl Engisch/Hilde Kaufmann/Universitaẗ Bonn. Rechts- und Staatswissenschaftliche Fakultaẗ. 

In memoriam Hans von Hentig : Reden gehalten anlässl. d. Gedenkfeier d. Rechts- u. Staatswis

s. Fak d. Rhein. Friedrich-Wilhelms-Univ. Bonn am 15, Januar 1975, Kol̈n ; Bonn : Hanstein, 

1976. ; Russell Sandberg. Law and relig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등을 참조. 학계의 입장에서는 더욱 립성의 개념을 선호하고 있다.
563) 상세히는 Messner Francis/Prélot Pierre-Henri/Woehrling Jean-Marie, Traité de droit français d

es religions (Paris : Litec, 2003)  Gaudemet(註 30), p. 157 이하를 참고 ; 립성  laïcité

에 한 랑스 학계와 사법기 의 태도에 해서는 지규철(註 7), 35-63면 ; 훈(註 7), 54

6면 이하 등을 참조.
564) 랑스 근 의 역사 속의 laïcité  랑스 공화주의의 개에 해서는 오 주(註 34), 4

59-4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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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랑스, 독일과 미국 세 나라는 세속성 조항 내지는 국가 교회의 설립

지에 한 입헌  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3장에서 이미 언 되었던 종교-국

가 계에 한 여타 서구 입헌 시스템을 참조하면, 립과 제도  분리가 있다고 해

서 반드시 립 인 것도 아니었고, 립 이었다고 해서 반드시 제도  분리가 있었

던 것도 아니었다. 즉 두 가지는 반드시 상호 의존 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일, 랑스, 미국 등의 발 된 입헌국가라면 체로 

국가의 종교  립성의 틀 안에서 제도  분리가 이해되는 것이 타당함을 우리는 제

3장의 해당 에서 살펴보았었다. 그리고 이 은 다음에서 살펴보듯이 한민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립성의 틀 속에서 배제  립성으로서의 ‘분리’ 성격이 조항이 있는 

한편, 포함  립성으로서의 ‘동등 우의 조항이 항상 이 되어 헌법 속에 존재하

는 일응의 보편성이 있음을 앞서서 고찰한 바와 같이 독일, 랑스, 미국 등의 입헌국

가의 를 통해 보았다.

(2) 립성의 모호성과 유용성

물론 이미 보았듯이, 립성은 모호한 용어이다. 그런데 립성과 분리의 계를 

찰하면, 결국 우리는 분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욱 요한 것은 미국과 독일의 학자들은 분리가 교회와 국가 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종식시키지 않는다고 지 해왔다는 것이다.565)

1) 미국에서의 논의 지형 

미국 학계에서의 논의 흐름을 보면, 한 그룹에서는 분리주의와 립성을 상반된 개

념, 즉 “명백한 충돌의 과정 에 놓인 것”으로 간주함을 알 수 있다.566)  반 로, 

565) 를 들어, 미국에서는 Douglas Laycock. “Substantive Neutrality Revisited,” W. Va. L. Rev., 

Vol.110 (2007) p. 68.; 독일에서는 Von Campenhausen/De Wall(註 16), S. 92, 356. 이러한 미

국과 독일의 비교에 해서는 Claudia E. Haupt, Religion-State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 The Quest for Neutralit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171 

이하, 178 이하 참조.
566) Steven K Green. “Of (Un) Equal Jurisprudential Pedigree: Rectifying the Imbalance Between 

Neutrality and Separationism,” BCL Rev., Vol.43 (2001) p. 76. (다만 Green 그 자신은 상충하

는 개념에 한 사고를 거부하며 립은 분리주의의 부가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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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그룹에서는 그것을 종교  자유에 한 지속 인 승인을 나타내는 두 가지 측면

으로서 여긴다.567) 심지어, 연방 법원은 “결코 립성에 반 하기 한 목 으로 분

리주의(seperatism)를 채택하지는 않을 것568)”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통 으로 분

리주의  논리구조를 강화해 온 논자들의 정치  이념  이해 계가 있었고, 그 이해

계를 근 에 반 한 정책들은, 더욱 엄격한 의미의 분리주의로서 그 분리주의를 이

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형식 인(Formal) 것이든 실질 인(Substantive) 것이든 그 

어떠한 종류의 립성이라 해도 립성은, 분리주의의 간 이라고 립성을 가장 힘

껏 주장해 왔던 법과 정치  활동들의 목표와 부합하지는 않는다”569)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보자면, 분리주의와 립성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우리는 그 ‘분리주

의’의 의미를, ‘분리’의 의미를 포함하여 먼  밝 야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교회와 

국가 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종료시키는 것이 분리주의의 목표라면, 립성 개념은 오

히려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국가와 종교 사이에 어떠한 첩되는 부

분 내지 어떤 겹쳐지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한다면, 이러한 립성의 

태도는 종교단체들 간의 평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연방 법원은 이 과 련하여, 분리주의  입장에서의 이상  형으로 

거의 외없이 주장되는 바인 모델, 즉 “완 한 분리”는 실  불가능하다는 을 

Lemon 사건의 결  설시를 통해 천명하고 있다.570)

2) 독일에서의 논의 지형 

독일의 경우는 미국과 다르게 국가와 종교의 분리의 구조(기본법 제140조  바이

마르헌법 제137조 제1항 등)와 력의 구조(제7조 종교교육 등)가 동시에 헌법에 ‘명

시 으로’ 규정되었다는 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독일식 헌법규범체계는 역시 분

리주의의 형태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571), 기본법은 동시에 매우 세 한 력 구

567) Douglas Laycock, “The Underlying Unity of Separation and Neutrality,” Emory L.J., Vol.46 

(1997) p. 210.
568) “법원은 이 두 가지에 해 곧 언 했으며, 그다지 이론 이지 않은 방식으로 법원은 

분리와 립은 지속되어 왔다고 추정했다.” Laycock(註 565), p. 54.
569) Laycock(註 565), pp. 65-66.
570) Lemon v. Kurtzman, 403 US 602, at 614 (1971) 분리의 ‘장벽’과는 거리가 먼 분리의 경계

는 흐려지고 불분명한, 다양한 장벽“이라고 설명한다. 
571) 독일 학계에서 이러한 표 법을 활용하는 견해들을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Dirk Eh

lers. “Die Lage des Staatskirchenre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eitschrift für ev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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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역사  사회  맥락을 고려하면서 다수의 학자들이 서술

하기로는, 본래  의미의 자유주의  념 하에서의 분리주의는 교회와 국가 간의 모

든 상호작용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572) 를 들어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국가와 종교단체의 활동은 종종 유사한 역이나 사안들에 하여 동시에 다루게 된

다. 이러한 상은 특히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시민이자 곧 신도이기 때문이기도 하

고, 둘째로 에는 국가가 그 활동 역을 사회복지 등 사회 분야로 더욱 확 해 진

출하 기 때문에 발생한다.573) 그리고 그 국가와 종교단체라는 각각의 주체는 ‘시민

들’ 내지는 ‘신도들’이라는 같은 무리의 사람들을 면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은 

분리주의의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도 ’이 될 수밖에 없다.574) 

한편 결론은 같지만 서술 방식이 다른 의견들도 있다. 어떤 학자들은, 종교-국가간

의 계는 립 이지만 동시에 ‘분리주의 인 규범체제에 반하는’ 형태의 아주 세

한 국가-종교간 력이 있다고 서술하기도 한다.575)

여하간에, 해당 문제에 한 응답으로 독일의 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한 

것이다. 즉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제137조 제1항), 와 같은 

만남이 발생한 역들을 명시 으로 헌법에 그 력의 근거를 만들어두거나(제7조 

등) 력 계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들을 제정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완 히 

분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576) 

3) 소결

elisches Kirchenrecht 45 (2000) S. 201 (기본법 하에서의 온건하고 종교에 우호 인 분리에 

해 언 하고 있다) ; Bernd Jeand'Heur/Stefan Korioth, Grundzüge des Staatskirchenrechts (St

uttgart : Boorberg, 2000) S. 126-7 (우호 인 분리에 해 언 하는 동시에, 분리 원칙의 범

는 바이마르 시  이후로 곧 논란이 되어 왔음 한 지 하고 있다). Schlaich(註 76), 

S. 182-3도 참조. (비록 분리 원칙이 1919년 는 1949년의 최종 결과에서 시행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독일 교회-국가 계의 핵심  일부라고 함).
572) Axel Freiherr Von Campenhausen/Heinrich De Wall(註 16), S. 92, 356 ; Stefan Mückl(註 1

6), S. 75 (분리는 특정 계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Jeand'Heur/

Korioth(註 571), S. 127.
573) 이 게 력  요소들을 의 국가가 복지국가로서 역확장을 하면서 국가가 다루는 

역이 종교가 이미 속해있었던 사회부문 역과 겹쳐지며 나타나는 결과  요소들로 고찰

한 견해들에 해서는 Jeand'Heur/Korioth(註 571), S. 127. ; Huster(註 63), S. 37 참조.
574) 역시 Von Campenhausen/De Wall(註 16), S. 93 ; Mückl(註 16), S. 53 등.
575) Jeand'Heur/Korioth(註 571), S. 127 ; Huster(註 63) S. 37. ; Haupt(註 565), 180.
576) Mückl(註 16), S. 53; Jeand'Heur/Korioth(註 571), S. 127; Huster(註 63), S. 37 ; Haupt(註 56

5), 179-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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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계의 로 요약해 다시 살펴보면, 분리주의와 립성이란 때로는 독일 학계

에서는, 종교-국가간 담론에서는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그들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577) 기본법 아래에서의 분리주의란, 제도  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보편

으로 이해된다.578) 그에 반해 립성은, 최소한 공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 그러므로 제도  분리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만약 립성의 원칙이 없다면, 종교

에 하여 일면  지원을 행할 수 있다는 이 학계에서 자주 지 된다. 립성의 

핵을 구성하는 그러한 공정성은 보편 으로 수용된다. 반면에, 그러한 원칙의 ‘ 용’

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법의 법문은 명백히 복수의 조항에서, 

력  립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는 보통 이해되지 않을 만한, 분명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579) 그러므로 독일의 분리 계획은 하나의 제도 인 분리이자 동시에 

력의 사례라는 표 들이 독일 학계에 다수 존재한다.580)

이에 반해 소수견해로는, ‘분리’는 제도  분리를 넘어 완 한 해방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주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해석 하에서의 립  상태는 종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 다. 이러한 새로운581) 해석 아래에서의 ‘분리’주의  정

책은, 제 4조의 종교  자유 보장의 원칙에서 나타나는 국교 지에 한 해석의 결과

이며, 이는 종교  자유의 근본  권리의 요성을 상정하는 것이다.582) 그러므로 개

인은 종교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국가는 이러한 시각 아래에서  개입되

어서는 아니된다.583) 즉 ‘분리’란 국가의 종교  개인 는 단체에 한 일방 인 불

개입을 명하는 규범이 되는 것이다. 이 시각에서는 종교  개인 는 단체는 국가에 

개입하는 것이 원칙 으로 허용된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를 들어, 종교 교육과 공립 학교, 교회 징세의 문제들은 비

립 인 정책들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이 그들이 분리주의의 법칙을 훼손시킬 것이며, 

577) Gerhard Czermak. Zur Rede von der religiös-weltanschaulichen Neutralität des Staats (NVwZ, 

2003) S. 949 ; Schlaich(註 76), S. 183 ; Huster(註 63), S. 37 n.137.
578) Czermak(註 577), S. 54 ; Mückl(註 16), S. 54.
579) Huster(註 63), S. 37.
580) Mückl(註 16), S. 54. ; Winfried Brugg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norms and c

onstitutional rights in church-state-relations (Berlin : Springer, 2007) p. 38.
581) 그러나  Czermak(註 577), S. 949-953을 참조할 것. Czermak는 통  해석이 1949년 이후 

기존의 해석에 종속되어온 이래로 해석은 완 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리고 컨  Schlaich(註 76), S. 185-6 참조. Schlaich는 1970년 의, 좀 더 진 인 형태의 

분리에 우호 인 이러한 “새로운” 근법에 해 논의하는 동시에 거부하고 있다.
582) Jeand'Heur/Korioth(註 571), S. 128.
583) Jeand'Heur/Korioth(註 571), S.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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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들은 분리주의  원칙들을 반할 수 있는 외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

다.584) 그러나, Haupt에 따르면, 독일 법학의 그 어떠한 자도 독일의 ‘ 재의 헌법  

통치구조’를 근거로 해석할 때에는 아직은 완 한 분리라고 논한 바는 없다고 한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 등에서의 정교 력을 함의하는 기본법 제7조 등의 조

항을 둔 독일 헌법을 보면 헌법개정 등을 논하는 경우가 아닌 독일의 “ 재의” 헌법

을 그 게 평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해석은 기존의 것보다 

더욱 분리주의를 지지한다. 그러나 확실히 이는 완 한 분리주의가 아니다.585) 그리고 

바이마르 헌법에서의 조항들 한 완 한 분리주의를 취하 다는 것을 암시하는 서술

은 없다고 할 것이다.586) 

III. 종합  해석

앞서 보았듯이 국가와 종교단체의 활동이 종종 유사한 역이나 사안들에 하여 

동시에 다루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독일의 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하 다. 

즉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제137조 제1항), 와 같은 만남이 

발생한 역들을 명시 으로 헌법에 그 력의 근거를 만들어두거나(제7조 등) 력

계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들을 제정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완 히 분리하

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식의 응도 물론 가능하다고 본다. 즉 국가와 종교의 분리의 구조

(국교 지조항 등)에 더불어 법앞의 평등 내지 동등 우의 조항이 있다면 력의 구

조가 그 조항의 해석을 통해 부분 으로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랑스의 경우와 

미국의 경우를 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논지는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 다시 말해 우리 한민국의 헌법의 구조 

한 그 게 고찰해야 한다는 을 이후의 에서 밝히게 될 것이다. 분리의 구조(제

20조 제2항)과 법앞의 평등 내지 동등 우조항(제11조)가 바로 그러하다는 을 주장

할 것이다. 

584) Jeand'Heur/Korioth(註 571), S. 128-129.
585) Czermak(註 577), S. 143. 그러한 문제에서, 바이마르 조항은 완 히 유효한 헌법이 아니

라고 주장되어 왔다. Jeand'Heur/Korioth(註 571),  S. 129를 참조.
586) Jeand'Heur/Korioth(註 571),  S. 132 ; Haupt(註 565), p. 181-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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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20조 제2항의 재이해

(1) 헌법 제20조 제2항과 국가-종교 계의 원리  이해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종교와 련하여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지, 

종교의 자유 보장,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987년헌법( 행헌법)은 제20조에

서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

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조항을 두고 

있다.

생각건데, 이것은 재까지 살펴본 본 바와 같은 국가와 종교의 계의 원리  이

해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 동 조항들은 모두 합해 국가의 종교  

립성을 헌법 규범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먼  우리 헌법은 명확히 세속국

가임(세속주의)를 천명하 다고 본다. 다만, 무엇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

는 고유의 의미인가를 볼 때 인간 생활의 각 역에의 용에 있어서 상이함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평등권과의 규범조화  해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립성개념을 사

용하자면 에서 본 바와 같이, 배제  립성이 용되는 역과 포함  립성이 

용되는 역의 이론 , 헌법조화  해석이 필요할 따름인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 등이 그 근거로서 받치고 있는 

국가의 종교  립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그러한 국가의 종교  립성은 

다원 이고 개방 인 사회를 지지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징  요소이다. 이러

한 국가의 종교  립성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 되기 한 필수 인 제조

건이자 국가가 모든 국민의 국가로 기능하기 하여 필수 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2) 헌법 제20조 제2항과 립성 원칙의 용

1) 서 : 립성 원칙의 용

이 게 앞에서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원칙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핵심  가치

는 국가의 종교  립성이라는 것을 보았다. 이하에서는 국가의 종교  립성이라

는 가치가 헌법 단의 기 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즉, 국가의 종교  

립성은 정교문제와 련하여 기본권 침해여부를 단하거나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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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기 이 될 수 있으며, 실질  문제해결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은 종교와 정치의 연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체화될 

수 있다. 단계별 구체화는 용 역에 따른 분류이기도 하다. 국가작용의 공공성이 강

한 역의 경우에 국가의 종교  립성은 배제  립성으로 작용하며, 국가작용의 

배타성 혹은 독 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역에서는 포함  립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 이하에서는 행 법률 내지 례를 단계 인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을 

용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는 도 밝히고자 한다. 이는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이 

이미 헌법  법률 체계에 내재해 있으며 이 기 이 기존 제도의 분석틀로서 유효하

다는 것을 보여 다. 나아가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은 일정한 규범 역에 한 

응 계를 설정하여 헌법 단 기 으로서 보다 구체 인 지침을 제공해  수 있다.

2) 배제  립성으로서의 국가의 종교  립성

먼  국가는 특정 종교를 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특정 종교를 차별

하거나 우 해서도 안 된다(종교 자체의 장려 는 그 반 의 문제). 국민으로서의 권

리를 향유하는지의 여부나 공직에의 취임여부가 종교에 달려있어서는 안 된다(국가

역에서 종교 역으로의 방향으로 볼 때의 주체의 ‘지 ’문제). 반 로 종교인이 공직

에 있는 것이 국가와 종교단체의 동일화에 이르는 것이 되어서도 안된다(종교 역에

서 국가 역으로의 방향으로 볼 때의 주체의 ‘지 ’문제). 한 종교  상징물이 객

으로 특정 신앙의 표 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상징물을 국가가 스스로

를 표 하고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가령 국기, 국가, 화폐 등에 사용하는 일은 국가의 

종교  립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상징물의 문제).587) 국가는 국가 자신이 교육

주체가 되는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은 물론이

다. 그리고 국공립학교가 아닌 형태의 종립학교라 하더라도 학교를 강제로 배정하는 

행 교육제도에서는 그 종립학교의 강제  종교교육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

권을 고려하여 함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강제  종교교육의 문제를 

단순한 사인간의 기본권충돌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곤란할 것이다.588)(국가 역  비

587) 한수웅, 「헌법학」 ( 주 : 法文社, 2013) 724면.



- 247 -

국가 역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 이러한 은 국가의 종교  립성 에 배제  

립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포함  립성으로서의 국가의 종교  립성

한편, 종교  립성의 요청이 종교와 련된 모든 사안을 국가의 과제 역에서 배

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신앙단체로 인한 사회  해악이 명백하게 

우려되는 경우, 국가가 그 단체에 하여 비  태도를 취하고 그 험성을 국민에

게 경고하는 것은 립성의 요청에 반되지 않는다. 다른 신앙단체나 는 비종교

인 단체가 그러한 사회  해악이 명백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도 국가는 같은 개입행

를 할 것이다.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토지의 불하가 이루어질 경우, 국가가 종교단체

의 토지매입을 해 일정한 비율을 고려해두거나, 그 비율상의 몫 에서도 그 지역

의 기존 종교단체  신규 진입의 종교단체 사이에 일정한 비율 등을 정해두는 것은 

이러한 포함  립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589) 그리고 국가가 종

교단체를 지원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그 동기가 종교에 하여 립 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국가의 종교단체 지원의 문제). 한, 국가가 종교  기념물을 법 인 

보호 상으로 정하고 국가 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정당한 문화  책임을 

기 로 한다면 허용되는 행 이다. 즉 문화국가의 의 공평한 기 에서 이러한 종

교  기념물들을 문화  기념물로 보아 보호하는 것은 그 헌법  허용에 문제가 없

다.590) 이러한 은 국가의 종교  립성 에 포함  립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법원  헌법재 소 례 검토 

이하에서는 여러 유형의 정교문제 사안에 한 헌법재 소  법원의 실제 례

의 태도를 집 으로 살펴본 다음, 한국의 정교문제의 개별 사안들에서 립성을 어

떻게 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588) 반 의 는 앞서 보았듯이, 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589) 이러한 에 한 시 별, 사회학  고찰에 해서는 강인철, “신도시, 재개발, 종교경

(1) :여의도에서 목동까지,”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 들」 (한신 학교출 부, 2012) 296면 

이하  강인철, “신도시, 재개발, 종교경 (2): 수도권신도시에서 뉴타운까지,” 같은 책, 35

2면 이하를 참조.
590) 한수웅(註 587),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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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교문제에 한 법원과 헌법재 소의 태도

한민국에서 정교문제에 한 재까지의 사법  단에서 ‘정교분리원칙’이라는 

용어는 발견되지만 정교문제에 있어 ‘ 립’을 명시 으로 언 한 례는 보이지 않는

다. 정교문제에 한 사법  단은 주로 종교단체 련 분쟁에서 나타난다. 이들 사

안은 종교단체 운 의 자율성과 사법심사의 한계, 종교단체가 설립한 교육기 의 종

교교육, 종교 시설물  종교단체 재산에 한 처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종교단체 자율성과 사법심사의 한계

먼 , 법원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인정

하면서, 사법심사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본 사건은 사법심사의 상이 아니라고 한 

결이다. 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32386 결은 “교인으로서 비 가 있는 자에

게 종교 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 )가 아닌 한 종교

단체 내에서 개인이 리는 지 에 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 라 하여 반드시 사

법심사의 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 다고 하여도 종

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 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

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 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

체 내에서 개인이 리는 지 에 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한 사법  여

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하면서, 교회의 교인에 한 제 결의는 사법심

사의 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 2011.5.13. 선고 2010다84956 결도 “헌법 제20

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상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 하

기 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하여는 그 조직과 운 에 한 자율성이 최 한 보

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행  수행에 한 불교 종단의 종헌(宗憲)의 유효성을 

정하 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1.4. 선고 94카합8319 결은 “종교단체의 내부 계에 한 

사항에 하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종교활동은 헌법상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원칙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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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종교단체의 자치권을 존 하여 국가의 기 인 법원이 개입하여 실체 인 심리

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 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법

률상의 쟁송으로 인정되어 그 자율  결정의 부를 심리하는 경우에도 종교단체의 

결정이나 의사가 그 차에 있어 히 정의에 어 나거나 그 내용이 사회 념상 

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서 그

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불교 종단 지도자에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 다.

한편, 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0388 결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

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계되는 법률 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 으로 법

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련

하여 구체 인 권리 는 법률 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한 그 청구의 당부를 

단하기에 앞서  징계의 당부를 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징계의 당부를 단하여야 

한다”고 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논지에서, 서울고등법원 2006.11.1. 선고 2006나19407 

결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

는 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 은 그 자율성이 최 한 보장되어야 할 것인

바, 종교단체는 신앙  결사로서 종교  특성과 단체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그 분쟁이 신앙과 교리를 둘러싸고 발생한 것일 때에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

칙상 사법심사의 상 밖에 있으나, 그 지 않고 그 분쟁이 단순히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일 뿐 그 실질이 일반 시민단체에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상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찰의 주지후보자 선출 련 분쟁의 당부를 심

사하 고, 주지방법원 2005.12.23. 선고 2004가합12082 결 역시 같은 기  하에서 

교회의 장로에 한 불신임결의가 사법심사의 상이 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정교분리원칙에 근거하여 사법심사의 한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후견  개입

의 한계도 지 하고 있다. 법원 2009.11.19. 선고 2008마699 결정( 원합의체)은 “헌

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

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 인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범 한 보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

하기 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하여는 그 조직과 운 에 한 자율성이 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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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종교단체에서 이사의 결원으로 발생하는 장해를 방

지하기 하여 임시이사의 형태로 그 조직과 운 에 여하게 될 때에도 헌법상 종교

단체에 보장되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선임요건과 필요성

을 인정함에 신 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원은 종교단체에 한 임시이사 선임 

시 해당 종단 소속이 아닌 자를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본질

에 원칙 으로 어 난다고 보았다. 

2) 종교단체가 설립한 교육기 의 종교교육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 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

록 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 · 당  는 개인  편견의 를 한 방편으

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  국가의 종교  립성 원칙의 구체화로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련하여 종교단체가 설립한 교육기 의 종교교육은 우리나라에

서는 허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의 학생에 한 교육기 으로의 강제배정과 함께 

얽힐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법원과 헌법재 소의 태도를 보면, 사법심사의 한계를 밝히는 문제에서는 정교분

리와 종교의 자유가 모두 종교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데 반해, 

종교교육의 문제에서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가 각각 반  결론을 지지하는 논거로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법원 1989.9.26. 선고 87도519 결은 “정교분리 

원칙상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를 한 종교교육은 지되나, 사립학교에서의 종

교교육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의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된다고 시하고 있다. 

공립학교는 국가작용의 담당자이자 기본권보호의무의 수범자로 보면서 종교단체  

사립학교는 기본권 주체로 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 소는 종교단체가 설립하거나 운 하는 교육기  역시 학교  학원 

설립에 한 일반  규제가 용되며, 이는 정교분리원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보았

다. 헌법재 소 2000.3.30. 선고 99헌바14 결정은 “학교나 학원설립에 인가나 등록주의

를 취했다고 하여 감독청의 지도·감독하에서만 성직자와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라고 하

는 것이 되거나, 정부가 성직자양성을 직  장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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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종교를 우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헌법 제20조 제2

항이 정한 국교 지 내지 정교분리의 원칙을 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시하

다.

이에 더해 최근 례인 소  ‘강의석군 사건’은 사회 으로 그리고 법리 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이다.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 운 하는 고등학교

에 배정된 학생이 강제 인 종교교육이 불법행 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본 사건에서 

법원은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 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 하게 입

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 로 종교  립성이 유지된 보편 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

의 범 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하는 종 교육 형

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 인 내용과정도, 종교교육이 

일시 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하

여 사 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 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체과목을 선택하

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 인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 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하 다. 그

리하여 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해당 학생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

다는 취지의 단을 하 다. ( 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원합의체 결) .

의 2008다38288 사례에서 국가의 종교  립성과 련하여 우리가 검토해 볼 사

항은 다음의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이것은 일단 사인에 의한 종교의 자유의 침

해의 사안으로 보인다는 이다. 둘째, 그러나 등학교들이 부분 상당한 국고의 지

원을 받고 있다는 에서, 그리고 등학교 강제배정을 통하여 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없다는 에서 이것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 내지는 

국가의 종교  립성에 련된 사안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셋째, 그러나 본 사안에

서 법원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 내지는 국가의 종교  립성에 한 문제에 

해서는 직 이고 분명한 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즉 먼  고등학교 평 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 그 자체는 헌이 아니라고 단하고 있다. 다만 이 강제배

정제도가 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 히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운 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  종교행 의 자유 

 소극  신앙고백의 자유 사이에 충돌 문제로 보아 결을 내리는 데 집 하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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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넷째, 따라서 이처럼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 내지는 국가의 종교  립성 원칙의 문제가 상 으로 덜 부각이 되었다는 

이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화국가원리와 종교 시설물에 한 국가의 개입

종교 시설물에 한 국가의 개입과 련하여, 법원 2009.5.28. 선고 2008두16933 

결과 그 원심 결은 정교분리원칙의 의미와 그 용에 하여 비교  상세히 서술

하고 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정교분리원칙과 역시 헌법상 원리인 문화국가원리와의 계가 

다루어지고 있다. 종교가 한 사회 문화의 요한 부분이라는 에서, 정교분리원칙은 

문화국가원리와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국가  지원과 개입의 정당화라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길항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사안은 강원도 횡성군에 치한 풍수원성당 주변의 유 문화 지 조성에 련

된 수용재결처분에 한 취소를 구하는 소에 한 일련의 결이다. 법원( 법원 

2009.5.28. 선고 2008두16933 결)은 특정한 종교시설(가톨릭교회)에 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으로 지조성계획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 법한 처분이라고 단했던 1심 결(춘천지법 2007.11.1.선고2006구

합1058 결)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결(서울고법 2008.8.26. 선고 2007 31692 

결)에 한 원고(토지소유자)의 상고를 기각하 는데, 수용재결의 합헌성의 논거로 

통문화의 계승과 발 이라는 헌법 제9조를 제시하고 있다

법원 2009.5.28. 선고 2008두16933 결은 정교분리와 문화국가원리의 계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

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국교불인정  정교분리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행정 청은 특정 종교에 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등 

극 으로 종교에 개입하지 않을 의무와 더불어 특정 종교를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헌법 제9조는 ‘국가는 통문화의 계승·발 과 민족문

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늘날 종교 인 의식 는 행사

가 하나의 사회공동체의 문화 인 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할 것이므로, 어떤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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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유형물 등이 비록 종교 인 의식, 행사 는 상징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

들여질 정도에 이르 다면 이는 정교분리원칙이 용되는 종교의 역이 아니라 헌법

 보호가치를 지닌 문화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이와 같이 이미 문화  가치로 성숙

한 종교 인 의식, 행사, 유형물에 한 국가 등의 지원은 일정 범  내에서 통문화

의 계승·발 이라는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하며 정교분리원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하면서, 천주교 성당 주변을 지로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지

역경제활성화를 목 으로 한 것이며 해당 성당은 문화재로서의 보호가치가 충분하므

로 정교분리원칙에 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8.26. 

선고 2007 31692 결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 조성 사업은 “  시설 등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특정 

종교에 하여 특혜를 주기 한 것이라는 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

로,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이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고 하여 사업승인처분 등의 효력을 인정하 다. 

반면, 1심 결은 2심  3심 결과 동일한 원리에 기반하면서도 상반된 결론에 

이르고 있다. 1심 결인 춘천지방법원 2007.11.1. 선고 2006구합1058 결은 문화국가

원리에 따른 국가 등의 종교시설물 보호  지원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정교분리원칙 

반여부에 한 단 기 을 “① 해당 사업의 목 이 종교 인지 세속 인지 여부, 

②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직  내지는 일차 으로 특정 종교를 조장하거나 

지하는 효과가 발생되는지 여부, ③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가 등이 종교문

제에 하여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결과가 래되는지 여부”로 제시하면서, 와 

같은 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천주교 성당 주변을 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

는 경우, 설령 그 목 이 세속 이라 할지라도, 사업부지에 들어설 부분의 시설이 

종교시설과 그 부속시설이고 그 사업비의 약 2/3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

록 되어 있어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승인, 토지수용재결이 헌법상 정

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법한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4) 종교단체 재산에 한 조세 등

조세 등 역에서 종교단체의 재산에 한 특별취 은 그 자체로 정교분리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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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되는 것으로 단되고 있다. 헌법재 소 2010.2.25. 선고 2007헌바131 결정은 “종

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한 극 인 우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  도출되거나 우

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종교시설의 건축행 에만 기반시설부담 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 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 지․정교분리에 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

교시설의 건축행 에 하여 기반시설부담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 더

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 다.

한 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결은 국세기본법 용에 있어서 종교단체

에 한 조세의 경우 일반 인 법인격 없는 사단과 동일하게 취 하고 별도의 외를 

두지 않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5) 특수 집단에서의 정교분리원칙

한편, 법원은 군  내에서의 정교분리원칙의 용에 하여 일반 인 국가기  특

히 공립학교의 경우와 구별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 2007.4.26. 선고 2006다

87903 결은 “헌법이 규정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상 국가는 국민의 세속 · 세 인 

생활에만 여할 수 있을 뿐 내면 ·신앙  생활은 자율에 맡겨 개입하지 말아야 하

고, 국가기 으로서도 모든 종교를 동일시하며 그 안 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함이 마

땅할 것이나, 다른 한편 한민국 산하의 군 공동체는 국가의 안 를 지켜내는 역무

를 그 본연의 사명으로 하여 유사시에는 목숨을 걸고 쟁에 임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하여는 조직 내부에 엄격한 규율이 요구됨은 

물론 평소에도 소속원의 단결심과 단체정신을 고양시키는 일에 주력하여야 하는 을 

감안할 때, 군  내에 특정 종교를 신 하는 속 군목이나 군종신부 는 군승제도

를 두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어

느 소속원들이 자신의 특정 종교를 하기 하여 기존에 공인된 정통 인 신앙을 

극 으로 공격하는 바람에 그 정통 인 종교를 신 하여 온 다른 소속원들에게 불

안감을 주고 군  내에 화감을 조성시키는 등의 물의를 지속 ·조직 으로 일으킨

다면  공군을 지휘·감독할 지 에 있는 공군참모총장으로서는 포교의 자유가 폭넓

게 인정되는 민간공동체와 달리 휘하 장병들의 안정감과 단결심을 유지·함양하기 

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할 권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군  내에서는 정교분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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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화되는 것으로 시하고 있다.

(2) 요약

한민국에서 정교문제에 한 재까지의 사법  단에서 ‘정교분리원칙’이라는 

용어는 발견되지만 정교문제에 있어 ‘ 립’을 명시 으로 언 한 례는 보이지 않았

다. 정교문제에 한 사법  단은 주로 종교단체 련 분쟁에서 나타난다. 종교단체 

운 의 자율성과 사법심사의 한계, 종교단체가 설립한 교육기 의 종교교육, 종교 시

설물  종교단체 재산에 한 처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법원과 헌법재 소는, 개별 법률의 명시  규정이 없는 한, 앞서 언 했던 

‘풍수원성당’ 사건의 1심 법원의 결(춘천지방법원 2007.11.1. 선고 2006구합1058 

결)에서 시도했던 것과 같은 구체  지표를 통해 국가의 종교에 한 태도에 

한 헌법상 정교분리원칙 내지 국가의 종교  립성 원칙에 한 단을 내려

보는 것이 좋다고 본다.591) 이에 배제  립성과 포함  립성의 양면에 한 

용을 해 보는 것이 많은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항상 조심스럽

고 어려운 것이 종교에 한 논의나 단을 하는 것이다. 공권 인 단(그 단

의 보류 여부를 포함하여)을 내려야 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권력이 이에 한 제재 혹은 지원의 조치를 하는 것은 

항상 주의가 요구되며 립 이어야 하며, 특히 사법기 은 일 된 립  기

으로 사법  단을 내리며 그 법리를 발 시켜야 한다.

그리고, 고 결 등 외견상 사인에 의한 종교의 자유의 침해가 된 경우, 법원

은 기본권 충돌의 사안으로 보아서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 내지는 국가의 종교  

립성에 한 문제에 해서는 직 이고 분명한 단을 본 사안에서는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정교분

리의 원칙 내지는 국가의 종교  립성 원칙의 문제가 상 으로 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법령 검토 : 립성을 구체화한 법령  

591) 이와 같은 의견으로, 훈(註 7), 5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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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종교  립성을 구체화한 법령  를 살펴보면 다음의 것이 있다. 먼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지 법령들이 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지를 규정한 법률은 과거부터 다수 있어 왔다. 를 들어 근로기 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서는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한 차별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도 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의 

차별 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리법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  등)에서

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지를 규정하고 있다.592) 이러한 규정들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법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구제 기능을 하는지와 련하여서

는 선언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지와 련하여 구체 인 구제 방법까지 규정한 것은 국가

인권 원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개정된 국가인권 원회법593)에서는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 에 한 정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차별행 지 사유로 ‘종교’를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차별행 에 해서는 국가인권 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지에 한 단을 국가인권 원회에 진정하

기보다 정치 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설사 결정이나 권고가 나오는 경우( : 구치소

에서의 종교 행  허용)에도 련 공공기 이나 해당 종교  다른 종교 간의 인식차

이가 커서 설득력 있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종교차별 방을 한 법령 사항들이 있다. 2008년 후하여 공

무원의 종교편향  언행이 사회 으로 문제되었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 범불교도

회를 개최하고 종교편향을 비 하고 나서자, 정부와 국회에서 공무원의 종교차별 

방을 해 련 법령을 개정하 다.594)

2008년 9월 18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 ·공정한 업무 처리) 제2항에 “공무

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개정하 고,595)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

592) 그 외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9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제2조, 아

동복지법 제3조, 방송법 제6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한 법률 제5조(신문의 공정

성과 공익성) 등을 들 수 있다.
593) 법률 제7651호 (2005.7.29. 일부개정).
594) 사례들에 해서는 정갑  외,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간 화합방안」 (서울 : 한국문화

정책개발원, 2000) 한편 2000년 이후에는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언행들이 문제가 되어 종래

의 종교차별 문제와는 다른 경향을 띠고 있다. 이에 해서는 정상우 외, 「공직자의 종교

편향 방지를 한 법제도․정책 기  연구」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8).
595) 통령령 제21021호 (2008.9.18.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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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지연· 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된다.”596) 같은 취지에서 법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헌법재 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선거 리 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등에서 특혜의 배제 

사유에 종교를 추가하 다.

특히 2009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 립의 의무)에 “①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속 상 이 제1항에 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597) 같은 취

지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종교 립의 의무)에서도 “①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

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속 상 이 제1항에 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 다.

종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 부는 훈령으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

치운  규정｣을 제정하고598)국민으로부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에 의한 직무상 

종교 차별 행 를 신고 받아 필요한 경우 공직자종교차별심의 원회에 회부, 심의하

게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고 있다.

4. 그 밖에 문제되는 사항들

그 밖에 와 같은 립성에 비추어서만은 쉽지 않은 문제사항들이 있다. 일단 

재 기독교와 불교의 종교  축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 공서의 공휴일에 

한 규정’에 의하면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국경일인 개천

(국경일에 한 법률) 등이 공휴일이다.599) 성탄  공휴일 지정에 해서는 지정 당

시 이승만 등의 개인  소신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재에 있어서는 

세속 인 목 과 효과를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석가탄신일은 

1975년 1월 27일에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역사 으로 보았을 때 성탄 과 석

가탄신일, 개천  등은 종교에 한 사실상 공인이 아닌가라는 지 이 나오게 되는 

문제이다. 군종 장교 등에 있어서도 주요 종교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있다.600) 

596) 통령령 제21107호(2008.11.5. 일부개정).
597)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2009.2.6. 신설 조항) 참조.
598) 문화체육 부훈령 제44호(2008.9.24. 제정).
599) 종교  축일의 헌성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로는 김상겸,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

칙에 한 연구,” 「公法硏究」 제35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편, 2006) ; 송기춘(註 4).
600)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군종 분야 역장교의 선발기   차) ① 법 제58조제1항



국가 장례식 등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데 이 경우에도 3~4개의 주요 종교에 한

하여 이루어진다. 물론 주요 종교에 한정하여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이 있더라도 이에 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601) 

5. 입법 역과 사법 역에서의 망

이제는 기한 상황을 바탕으로, 종교  립성  정교분리의 구체  용을 한

민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즉, 사법부 례의 태도가 더 

요한가 아니면 입법부의 구체  입법이 요구되는가가 주된 논 이다. 기존 연구들

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가의 종교  립성  정교분리의 구체  용

에 해 례의 태도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랑스 1905년 법률과 같은 구체  입법에 

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602) 그리고 아직 논의 자체가 미진한 우리의 

법원의 극  입장 표명을 더 기다려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603) 

생각건 , 정치 역(특히 입법과 행정  입법 역)과 사법 역에서의 논의는 활성

화하고 심화하되, 학계에서는 계속되는 이론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여나가는 

것. 그것이 이 문제의 제도  발  한 분업 구조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런 정교 계

와 련된 최근 빈번히 제기되는 여러 문제 들에 하여 아마도 멀지 않은 장래에 

입법  조치에 앞서서 사법기 들에서 먼  새로운 단계의 법  논변과 담론의 시작

을 열어야 하고  열게 될 것으로 본다. 

Ⅳ. 본 장의 결론

이 장에서는 우리 한민국의 헌법 제20조 제2항의 의미와 정교 계법체제는 종교

 립성 개념과 련하여 어떻게 규범 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답하 다. 즉, 먼  

에 따른 군종 분야의 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서 선발한

다. 

1. 학사 이상의 학 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ㆍ신부ㆍ승려 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

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생략)

: 동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601) 그 밖에 공직선거에 있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등에 해 의문이 제기되었었다. 헌 2

010. 11.25, 2008헌마207 참조.
602) 지규철(註 7), 55면.
603) 훈, 앞의 (국가의 립성에 한 고찰), 5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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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에서의 정교 계의 기  논의 미발 했다는 것(제8명제), 그러나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이 이미 한민국 헌법  법률 체계에 내재한다는 것(제9명제), 명제 

8에도 불구하고, 명제 9에 근거할 때, 국가의 종교  립성 기   그 양면성을 

용하여 한민국의 행 련법령과 례를 평가하고 유형화할 수 있음(제10명제)를 

증명하 다. 

8, 9, 10명제를 해결하면 이제 우리는 한민국 헌법상의 국가와 종교의 계의 기

본원리를 구명하는 본 논문의 목표에 거의 근 하게 된다. 실질 으로는 이것은 곧 

국가와 종교의 계에 련된 헌법의 조항들(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 제11조의 

평등권, 제20조 제2항의 국교부인  정교분리조항)을 종합 으로 해석하는 것을 요

구하는데, 특히 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의 의미를 깊게 연구하여 해명하는 것이 요하다. 후자의 것을 나는 기

 목표라 부른다. 이 문장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과 국가의 종교  립성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는 그에 따른 세 세부목표가 아래와 같이 달성되면서 

함께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정치”, ‘종교’라는 개념의 의미가 확정되었다. “정치”란 헌법제정사와 국내학

자들의 견해(제4장 반부)  최근 정치  자유주의 등 서구의 논의 결과(제2장 제2  

 제3  등)를 종합할 때, “국가의 운 , 는 이 운 에 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종교”는 제1항의 종교와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즉 제1

항의 종교는 개방 인 개념으로 범 를 넓  해석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제2항의 

종교는 제1항의 종교보다 좁 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요컨  ‘종교’와 ‘사상’의 

경계에 있는 념체계들은 보장  효과를 갖는 제1항에서와 달리 제약  효과를 갖는 

제2항의 종교에 포섭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석의 문제는 제5차헌법개

정시 원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문구  양심의 자유를 따로 떼어내

며 남은 ‘신앙’을 제2항과 같은 ‘종교’로 통일하면서 부각된 문제다.

둘째, 정교분리의 규범의 수범자가 국가만을 뜻하는지, 그 지 않은지를 밝 내는 

것이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가라는 일방만이 아니라 종교와 련된 개인 는 단

체라는 다른 일방을 함께 수범자로 보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세

속주의 내지 정교분리의 상으로 문제되었던 것은 국가와 종교단체라는 두 주체라는 

이 역사 , 비교법  고찰을 통해 나타난다. 특히 단체/간부/단순한 개인의 3주체 

분류법으로 나 어 볼 때, 국가 는 종교단체의 기 이거나 그에 하는 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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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자(공무원, 정당정치인, 종교지도자, 종교간부 등)가 특히 수범자가 된다고 이 타

당하다. 그러하지 않은 단순 시민이나 신도들이라면 본 규범이 지칭하는 세부규범내

용  그 수범자에 실제 해당하는 바는 미미할 것이다.

셋째, ‘분리’의 의미는 국가의 종교  립성  어떤 립성을 의미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결론 으로, 이는 배제  립성을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일단 헌법상 국가

의 종교  립성이 헌법규범 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신앙의 자유조항, 평등조항, 국

교부인-세속성조항에 의해서, 혹은 경우에 따라 세 번째의 것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법이론 으로 고찰하여도, 그리고 비교헌법학 으로 고찰하여도 그러하 다. 이 때 

립성은 양면성을 가지는데, 국교부인-세속성조항이 있다면 이것은 특히 배제  립

성과 련된 기반이 되고, 평등조항은 특히 포  립성과 련된 기반이 된다. 

우리 헌법의 경우 제20조 제1항, 제11조, 제20조 제2항이 의 신앙의 자유조항, 평

등조항, 국교부인-세속성조항 각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20조 제2항 후단의 “분리”

는 이  배제  측면을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헌법의 경

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종교  립성 

원칙과 ‘일반  의미의 정교분리’(즉 국가와 종교의 분리)는 종교의 자유 조항(제20조 

제1항), 평등조항(제11조), 국교 지조항 등(제20조 제2항 단)을 결합하여 도출될 수

도 있고, 심지어 세 번째의 것이 없더라도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고 표 된 것을 의 으로 해석해서, ‘일반

 의미의 정교분리’(즉 인간행 로서의 ‘정치’가 아닌, ‘국가’와 종교의 분리)로 보는 

것이자, 국가의 종교  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의로 볼 때는 정치

행 와 종교행 라는 인간행 의 구분을 의미하게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헌법의 

해석으로는 후자의 의의 해석은 애매한 내용을 갖게 되고 게다가 불필요하다고 보

이기 때문에, 앞의 의의 해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의의 해석이 바람직한 

 하나의 이유는, 국가와 종교의 계에 한 헌법  해석에서 문제되는 ‘국가’란 국

가 역에 더해 국가지향 ( 국가) 역 한 다룰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를 “국

가의 운 , 는 이 운 에 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는 입장과도 일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  목표  그와 련된 세부 목표의 달성이 되었으므로, 한민국 헌

법상의 국가와 종교의 계의 기본원리를 구명한다는 본 논문의 연구 체 목표는 달

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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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1)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규범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핵심  가치는 국가의 

종교  립성이다. 단, ‘분리’라는 문구로 볼 때 주로 배제  립성의 측면에 해당

한다. 한 ‘분리’란 역사 으로 볼 때 국가와 종교단체 상호간 인  유착의 지(기

 는 구성원(간부)간의 상호 지 겸임의 지와 지 임면권의 지 등)  물  유

착의 지가 핵심이었고, 이 게 ‘분리’를 역사  의미이자 의의 의미로 해석하면 

배제  립성 그 자체보다는 범주가 좁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인 ‘국가의 종교  립성’이라는 가치는 ‘종교의 자유’ 조항과 ‘평등’ 

조항을 결합한 해석에 근거하게 되며, 이는 에서 말한 배제  립성에 추가해 포

함  립성까지 내포하는 양면성을 띤다. 이러한 양면성을 띤 립성은 헌법  단

의 기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국가의 종교  립성은 정교문제와 련하여 기본

권 침해여부를 단하거나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기

이 될 수 있으며, 실질  문제해결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은 용주체별, 행동 역별 등의 분류기 에 의해 단계별로 구체화될 수 있다. 그

리고 그 단계별 구체화는 공공성에 따른 분류와 연 이 깊다. 국가작용의 공공성을 

강하게 고려해야 할 용주체와 행동 역이 문제될 때, 국가의 종교  립성은 배제

 립성으로 작용하며, 국가작용의 배타성 혹은 독 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역과 용주체를 고려할 때에는 포함  립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립성 개념은 그 자체로 확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다른 개념과 함께 해석되면서 보다 확고한 의미를 획득한다. 를 들어서, 립성과 

평등권을 함께 해석하면 재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평등권의 발달된 법리에 의거해 

평등권은 립성에 조정과 변경을 가하게 된다.  다른 로, 립성과 경제  자유

가 함께 해석되면 국가의 경제  립성이, 립성과 학문의 자유가 함께 해석되면 

국가의 학문  립성이 도출되듯이 립성과 종교의 자유 등이 함께 해석되면서 국

가의 종교  립성의 구체  의미가 도출되는데, 이 세 립성들은 서로 구분되는 

구체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명제 9와 10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은 이미 한민국 헌법 

 법률 체계에 내재해 있으며 이 기 은 한민국 정교 계 내지 제도의 분석틀로서 

유효하다. 행 법률 내지 례를 단계 인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을 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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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할 수도 있었다. 즉,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은 일정한 규범 역에 한 

응 계를 설정하여 헌법 단 기 으로서 보다 구체 인 지침을 제공해  수 있는 원

리로서, 한민국 헌법상의 국가와 종교의 계의 기본원리라 할 것이다.

(2) 앞으로는 공무원법제, 선거법제, 조세법제, 교육법제, 노동법제 등 각 역별로 

이러한 국가의 종교  립성에 한 논의와 연구가 더 심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랑스 등의 국가들처럼 정교문제에 해 우리도 차 

정치(입법, 행정) 역이든 사법 역이든 립성 원칙을 헌법해석의 기 으로 사용하고 

구체  사례에 극 용해 나간다면, 그 내용은 풍부히 발 할 것이다. 이 때 국가의 

종교  립성 기 은 일정한 규범 역에 한 응 계를 설정하여 헌법 단 기

으로서 보다 구체 인 지침을 제공해  수 있다. 동시에 정치 역 사법 역간의 양면

 립성 용에 있어서의 차이 도 견되는 데, 그 사이의 갈등 속에서 다시 법리

가 한 번 더 발 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 역과 사법 역에서

의 논의는 활성화하고 심화하되, 학계에서는 계속되는 이론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혼

동을 여나가는 것. 그것이 이 문제의 제도  발  한 분업 구조로 자리잡아야 한

다. 이런 정교 계와 련된 최근 빈번히 제기되는 여러 문제 들에 하여 아마도 

멀지 않은 장래에 한민국의 재 상황에서는, 국가-종교 계에 한 법  담론이나 

사회  합의의 확인이 미진한 여건 하에서 입법기 들이 과감한 입법  조치를 서두

르게 되기보다는, 학계의 추가 인 연구로 인한 자극과 도움을 통해 먼  사법기 들

이 새롭게 발 된 례들을 생산하여 국가-종교 계에 한 새로운 단계의 법  논변

과 담론의 시작을 열게 되고, 그리하여 그 논변이 다른 국가기 에도 퍼져나가며 정

교화될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 263 -

미

국

제6조 ③ …… 合衆國의 신임에 의한 여하한 공직에 있어서도 그 자격으로서 종교상의 

요건이 課하여지지 아니한다.

(수정헌법) 제1조 연방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國敎의 樹立을 규정하거나 信敎上의 자유

로운 행 를 지하지 못한다.

독

일

제4조 ② 종교행사를 방해 받지 않을 자유는 보장된다.

제140조【바이마르 헌법조항의 용】 1919년 8월 11일의 독일헌법 제136조, 제137

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의 규정은 이 기본법의 구성부분이다.

바이

마르

공

화

국

제136조 시민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종교의 자유의 행사에 의해 좌우되거나 제한되

지 않는다. 시민과 국민의 권리의 향유와 공직에의 취임은 종교  고백과는 무 하다. 

구도 자신의 종교  신념을 공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청은 종교단체에의 소속여

부를,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나 법률에 의한 통계조사의 필요상 요구

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을 수 있다. 구도 교회의 배나 의식, 종교행사에의 참여, 

는 종교  선서형식의 사용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137조 국가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단체에 한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라이

히 토 내에서의 종교단체의 연합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모든 종교단체는 자신

의 사무를 모든 실정법률의 범  내에서 자율 으로 규율하고 운 한다. 종교단체는 국

가나 공공단체의 간섭 없이 그 직을 임명한다. 종교단체는 민법의 일반조항에 따라 권

리능력을 취득한다. 기존에 공법인이었던 종교단체는 이를 유지한다. 기타의 종교단체는 

그 조직상태와 신도수를 기 으로 지속성이 보이면 신청에 의해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

다. 이러한 공법상의 종교단체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면 이것도 역시 공법인이 된

다. 공법인인 종교단체는 각주법률이 정하는 조세명부에 근거하여 세 을 징수할 수 있

다. 공동의 세계 을 보유함을 목 으로 하는 결사는 종교단체와 같은 지 를 갖는다. 

< 부 록 > 

세계 주요국가 헌법 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교분리 원칙에 한 

규정

    [표 1] 주요국 헌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교분리 원칙에 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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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를 시행함에 있어 더 이상 필요한 규정은 주의 입법으로 정한다.

제138조 법률, 계약 는 특별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종교단체에 한 국가의 부는 

주의 법률로 폐지한다. 그 기본원칙은 라이히가 세운다. 종교단체와 종교  결사가 문

화, 교육, 자선의 목 으로 보유한 시설, 재단, 기타 재산에 한 소유권과 기타의 권리

들은 보장된다.

제139조 일요일과 국경일은 휴일  안식일로서 법률로 보호한다.

제141조 군 , 병원, 교정시설 는 기타의 공공시설에서 배와 정신수양의 필요성이 

있으면 종교단체의 종교행 가 허용될 수 있다. 단 어떠한 강제도 배제되어야 한다.

스

스

제49조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구든지 종교단체에 가입하거나 종

교  교육을 받거나 혹은 종교  행 를 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하며 는 신조로 인하여 

여하한 종류의 형벌도 받지 아니한다. 이 원칙에 따라 만16세까지의 자녀의 종교  교

육에 하여는 親權者 는 後見人이 그 권능을 가진다. 시민권 혹은 참정권의 행사는 

교회  혹은 종교  성질의 규정이나 조건에 의하여 결코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조

에 의하여도 국민의 의무의 이행을 면하지 못한다. 구든지 자기가 속하지 아니한 종

교단체의 고유의 제사의 목 을 하여 특별히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원칙에 한 상

세한 규정은 연방의 입법에 留保된다.

랑

스

“ 랑스는 … 비종교  공화국이다.(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 ) (1958년 헌법 제1조. 그리고 그 이 에 1905

년의 법을 통해 정교분리가 확정)

일

본

제20조　① 信敎의 自由는 구에 해서도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

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든지 종교  행 , 축

, 의식 는 행사에 참가할 것을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그 기 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  활동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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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기

에

제14조 종교의 자유  종교의 공개  행사를 행하는 자유와 모든 사항에 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단 이 자유의 행사의 경우에 범하여지는 범죄는 이를 

처벌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구든지 여하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라도 종교상의 배의 행사 는 의식에 참

가하도록 강제되거나 는 종교상의 휴일을 지키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제16조 ① 국가는 그 어떤 宗派의 성직자의 임명 는 취임에 하여도 간섭하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며  성직자의 上長과의 통신  문서의 발행을 방해하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문서의 발행은 인쇄  출 에 한 일반 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② 민사상의 혼인은 항상 축성식에 앞서 행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

우에는 외로 한다.

이탈

리아

제19조 구든지 어떠한 형식에 있어서도 개인의 형식으로도 단체의 형식으로도 자기의 

종교  信仰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그 포교를 행하고 한 사 으로나 그 배를 행하는 

권리를 가진다. 단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의식이 아니라야 한다.

만

( 화

민국)

제13조 인민은 종교를 信仰하는 자유를 가진다.

국
제88조 화인민공화국 公民은 宗敎信仰의 自由를 갖는다.

필

리

핀

제3조 제1항 ⑦ 종교의 창립에 한 법률 는 자유로운 신앙을 지하는 법률은 이를 

제정할 수 없으며 종교  직업과 배는 차별과 특혜 없이 구히 자유로 이를 행사하고 

향유할 수 있다. 민사상 는 정치상의 권리의 행사에 하여는 여하한 宗敎上의 조사도 

받지 아니한다.

라

질

제141조 附 제8항 구든지 종교  철학  는 정치  신념을 이유로 하여 어떠한 권

리를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단 양심에 반하는 것을 구실로서 법률로 일반 라질人에 

부과된 의무, 부담 도는 역무를 면하기 하여 는 법률이 차등의 의무 신에 정한 의

무의 이행을 거부하기 하여 신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외로 한다.

[표 2] 표 1의 국가 이외의 각국 헌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교분리 원칙에 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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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제25조 ① 공공질서, 도의, 건강, 는 本章의 다른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

든지 균등하게 양심의 자유와, 자유롭게 종교를 고백, 실시  하는 권리를 가진다.

②ⓐ 本條의 규정은 종교  행 와 련된 경제  재정 , 정치  는 기타의 세속  

행 를 규정 는 제한하는 기존법률 는

ⓑ 사회복지  개 , 는 공 성격을 가진 印度敎의 기 을 印度敎의 모든 계층  종

에 개방하는 것을 규정하는 기존법률에 향을 주거나 는 이러한 신법의 제정을 

지하지 아니한다.

註記 第一(Explanation 1) ‘러 (Riepans)’의 차용과 휴 는 ‘시크’敎의 신앙행  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註記 第二(Explanation 2) 第二項ⓑ에서 規定한 ‘印度敎’란 ‘시크’敎, ‘자이나’敎(Jaina) 

는 불교의 信敎行爲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印度敎의 기 도 이에 

하여 해석한다.

제26조 공공질서, 도의  건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  종 나 는 이

의 분 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종교기   자선기 의 설치와 유지

ⓑ 종교  사항에 한 자체문제의 처리

ⓒ 동산  부동산의 소유 는 취득

ⓓ 법률에 의하여 이러한 재산을 리하는 것

제28조 ① 국가 산에 의하여 으로 유지되는 교육기 에서는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② 前項의 규정은 국가에 의해서 리되나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공여된 기부

 는 신탁 으로써 설립된 교육기 에 해서는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에 의해서 인정된 교육기 이나 는 국고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교육기 에 

취학하고 있는 자는, 이러한 교육기 에서 敎授하게 될 지도 모를 종교  교육에 참가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교육기  내, 는 이에 부속지구에서 실시하게 될 지도 모를 종

교  의식에 참석할 의무가 없다. 단 本人, 본인이 미성년일 경우에는 그의 後見人이 이

에 동의하 을 경우에는 외로 한다.

터

키
터키공화국은 법의 지배에 의해 통치되는 민주, 세속, 사회국가다. (1924 헌법의 제2조)

구

소련

제124조 …… 종교  배의 자유  反종교  선 의 자유는 모든 인민에 하여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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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독

제41조 ① 모든 인민은 완 한 信仰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향유한다. 방해되는 일이 

없는 종교상의 의식은 공화국의 보호하에 둔다.

에

콰

도

르

제1조 에콰도르는 … 세속 국가다.

제11조 제2항 … 어떤 사람도 민족, … 종교, 세계 , … 을 이유로 差別받지 않는다. 

제66조제8항 국가는 … 다원성과 용의 환경을 선호하여야 한다. (2008년 헌법. 그 외 

제14항  문 등에도 련조항 존재.)

스

웨

덴

제16조 國王은 정의와 성실을 확보하고 한 조성하며 불공평과 부정을 방지하고 한 

禁遏한다.

國王은 ...... 그 구의 良心도 억압하거나 는 억압함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구

에 하여도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거나 일반범죄를 야기하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로운 

行使를 보호한다. ......

기

타

네덜란드 제194조, 베트남 제10조, 아르헨티나 제26조 제2항, 그리스 제1조, 제2조, 폴란

드 제69조, 태국 제25조, 포르투갈 제8조, 멕시코 제24조, 몽골 제94조, 루마니아 제84

조, 알바니아, 멕시코 (1917의 헌법 제 3 조), 북부 사이 러스 (1983 헌법에서, 문을 

포함하여, 제71조), 쿠바 (1959년 이후부터), 코소보, 포르투갈 (1976 헌법의 제41조 제4

항), 체코 공화국(기본권조항 제3조 등에 한 헌법재 소의 해석. sp. zn. III. ÚS 

136/2000, sp. zn. Pl. ÚS 6/02), 우루과이 (1964년 헌법 제3조) 등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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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stitutional Study on State and Religion 

: focused on notions of neutrality

Lee, Seok Min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ets a main goal of studying and finding ou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tate' describ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ain goal premises basic goals which are comprised of sub-goals. Certain 

precedent propositions need to be ascertained to achieve those sub-goals. The following 

paragraphs are dealing with the points mentioned above. 

(1) Following propositions are the precedent propositions that need to be ascertained.

1. 'Secularism',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and '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can 

be sorted into the same problem case of the problem of religion and politics, but the 

categories of the three differ from each other, though they are especially related with 

each other. 

2. In this thesis, basically 'secularism' means a normative concept in the Constitu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secularism with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In 

each state, this 'secularism' can be exist according to specific type(model) and it can be 

classified. This means the type of the relationship of state and religion of the specific 

state. 

3. The word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in korean is almost equal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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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religion' and 'state'. And 'neutrality (of state)' concept has theoretical 

precedence over the 'separation' concept. That is, 'separation' can be easily and narrowly 

interpreted as 'exclusive neutrality' which is one of the notions of the neutrality. 

4. Neutrality has two notions; exclusive neutrality(E.N.) and inclusive neutrality(I.N.). 

The two notions of neutrality have significance because each notion of neutrality can be 

applied to different cases. The neutrality having two notions can carry out both of the 

state-to-state comparative explanations and inter-state explanations; the former can be 

equal to the secularism-models' classification and the latter is the explanation of right-law 

side and the explanation of unification-politics side. 

5. If we shed the light on the three state, France, Germany and U.S. in state-to-state 

comparative explaining way, France keeps the 'E.N.' and Germany moves to an extent 

from 'I.N.' to 'E.N.' and U.S. from 'E.N.' to 'I.N.'(proposition 5-1). And in all these three 

state,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two opinion groups which are the 'exclusive' opinions 

and 'inclusive' opinion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tate', and each of 

the two argues that they are 'neutral'.(proposition 5-2)

6. If we try the inter-state explanations, in Germany, France, U.S., the principle of 

neutrality is used as the standard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applied to 

the specific cases regarded with the religion and politics issues arise within the domains 

of politics(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risdiction. It seems that the key-role in each 

country is on the legislation in France, the legislation and the jurisdiction in Germany, 

and the jurisdiction in U.S..

7. 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can be the constitutional standard which is used to 

judge whether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regarded with religion and politics issues are 

infringed on or not, determine the legitimacy of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and 

thus has actu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the paper aims to ponder the meaning of the neutrality within the relationship of 

'religion and state' describ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8. The 

detailed discussion concerning the appropriate normative standard which can be applied to 

the system of state-religion relationship is not fully developed in the Republic of Korea. 

9. The standard of 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is already inherent in the Constitution and 

leg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10. This paper tries to prove the possibility of 

evalu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current related statute and precedents of the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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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orea which can be carried out by applying the standard and double-sided character 

of 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when setting the basis upon the proposition 9 despite the 

proposition 8. 

The sum of the propositions numbered 8, 9, and 10 above is directed related to the 

study of the meaning of Article 20 Section 2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Any kind of state religion cannot be approved and religion and politics are 

separated."). This paper sets the goal mentioned above as basic goals. What's the 

meaning of the sentence of Article 20 Section 2 in terms of 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within the Constitution? Following 

three sub-goals help understanding that meaning.

First, the meanings of notions of "politics" and "religion" need to be determined.

Second, the subject range of application of the normative standard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need to be determined.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Article 20 section 2 

as the subject range of application includes not only each sate but also each individual 

or organization related with religion. 

Third, the meanings of the "separation" needed to be determined. That is, "separation" 

is related to exclusive neutrality. In accordance with the freedom-of-religion-clause, the 

equality-clause, and the Establishment Clause(the secularity-clause), or with just the 

previous two according to circumstances, 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within the 

Constitution can be justified by normative constitution under the considerations with 

theory of law and study of comparative constitution.

(2) 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i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standard of 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can be shapen up by stages in accordance with the classification 

standards like the subject of application and the behavioral range. Those stages are 

strongly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public concern.

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works as exclusive neutrality when the subject of 

application and the behavioral range which need the deep consideration upon the state 

action's public concern constitute problems. On the other hand, 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works as inclusive neutrality when considering the subject of application and the 

behavioral range which the state action's exclusiveness or monopoly is unnecessary or 

impossible.

The principle of 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is already inherent in the Constitution and 



- 288 -

leg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valid as the framework analysing the 

relationship or system of religion and politic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urrent laws 

and precedents could be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gradual standards of 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In other words, the standard of 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is the 

principle that can provide more concrete guidelines for the judgement of the Constitution 

by setting up the corresponding relation regarding specific normative domains. Thus, the 

standard of religious neutrality of state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tate with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3) In the future the discussions and studies regarding religion neutrality of state need 

to be deepened within the various law domains including public official laws, election 

laws, tax laws, education laws, labor laws, and so on. 

Considering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stead of letting the 

legislative organizations trying drastic legislative actions, it is desired that the academic 

world stimulates and helps judicial organizations producing newly developed precedents 

and thus embarking on a new stage of the legal argumentations and discussions regard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tate.

Keywords : secularism, religious neutrality, religion and stat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freedom of religion, law and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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