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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제제기 

개신교， 불교， 유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가 분포되어 있는 한국의 다원적 종 

교상황은 세계 종교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특정을 지닌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종교상황은 “동서양의 종교가 고루 공존하고， 외래종 

교와 자생종교가 함께 있으며， 그 어떤 종교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못한 전형 

적 종교다원상황"1)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외래 종교의 유입이나 종교간 교 

리 및 의례의 차이로 인해 종교간 갈등이 발생해 왔지만 다양한 종교가 평화적 

공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 종교상황의 중요한 특정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내 고조되고 있는 종교갈등은 한국 내 종교상황이 더 이상 

평화적 공존이 아닌 불편한 공존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템플스테이의 국 

고 지원， 불교테마공원 조성， KTX 울산역의 통도사 병기 문제 등에 대해 일부 개 

신교 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른바 “봉은사 땅밟기 기도”와 같은 개신 

교의 배타적 선교 태도에 불교계가 반발하면서 가시화되고 있는 불교와 개신교의 

* 제1저자，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간사.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1) 류성민 í종교 다원주의와 종교윤리J ，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 집문당， 1994), p. 

109. 
2) 강인철은 한국 내 종교다원주의 신화가 깨지면서 종교간의 평화적 공존이 불편한 공존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인철， 전쟁과 종교 (경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3),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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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관계는 국내의 종교갈등이 “종교전쟁”으로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정도이다 3) 일부에서는 90년대 이후 한국 내 주요 종교의 신자증가율이 하 

락세로 돌아서면서 거대 종교간 경쟁압력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4) 

종교간 갈등이 필연적인 것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주요 종교갈등 사례를 분석해 보면， 타종교에 

대한 이해부족과 배타적 태도에 근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종교간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종교갈등과는 별개로 종교차별 혹은 

종교편향의 문제와 관련된 갈등도 상당수 존재한다. 예컨대 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 등 공공기관이 종교와 연관된 특정 행사나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이것이 공 

공기관의 종교적 관여， 즉 정교분리 위반에 따른 종교편향이라는 논란이 제기되 

고 있다. 현재 개신교계와 불교계에서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템플스테이의 경 

우에도 템플스테이를 전통문화 혹은 관광자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포교를 목적 

으로 하는 종교적 행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표면상 특정 종교간 갈등으로 비쳐지더라도 그 내부에는 

공직자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관여 및 정책이 갈등의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는 사 

례가 많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종교간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쟁점들은 단순히 종교간 갈등이라기보다는 종교차별 흑은 종교편향과 관련된 문 

제임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종교차별은 종교적 편견 혹은 편향으로 인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우대하 

는 행위， 또는 손해를 주는 행위 5)로， 특히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의한 종교차별 

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정부 기관에 의한 종교차별은 

초대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문제로 일부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정책 

에 대해 “기독교를 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불교 등 타종교들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는 기독교 편향 정책 "6)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온 바 있다. 종교에 대한 관료 

제적 통제를 강화했던 군사정권기를 거치면서 정교분리 원칙이 지켜지는 듯 했으 

나， 여전히 크고 작은 종교차별의 사례 7)가 지속되어 왔었다. 이른바 ‘장로 대통 

3) r교회 절 갈등， ‘종교전쟁’ 치닫나J ， (시사저널) , 2010. 11. 1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 1067 &newsid=20 10111 
1181315308&p=sisapress 

4) 강인철， op. cit., p. 39. 
5) 정상우 외，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9) , pp. 18-19. 
6) 최종고 r제1공화국과 한국개신교회J ， 동방학지 46,67,48, pp. 664-665; 박수호 r종교정 
책을 통해 본 국가-종교간 관겨]J ， 2009 국제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회， 2009), pp.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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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지칭되던 김영삼 정권기에 다시금 개신교 편향정책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은 종교차별 논란이 사회적 갈등과 위 

기로 고조되기까지 했다. 2008년 정부 주요 보직자들의 특정 종교 편중， 정부의 

교통정보시스템에 사찰 표기 누락， 경찰의 조계종 총무원장 숭용차 검문 등의 사 

건을 계기로 불교계에서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범불 

교도대회)’라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한 것 8)은 한국 사회 내 종교차별이 사회적 분 

열과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후 정부에서도 종교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의 종교차별을 금지하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9) ，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 ,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 공 

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재 등 다양한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10) 그러나 이러한 종교차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차별 

과 관련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차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예 

방 대책이 펼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주요 종교갈등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갈등의 원인과 특정을 살피고 종교차별과의 관련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종교차별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었을 때 이를 최종적으로 조정 및 판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다종교사회에서 필요한 공직자 및 일반인을 

위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다원적 종교상황에서 

평화적 공존을 위해 공직자 및 일반인에게 필요한 의식을 한국인의 종교심성이라 

는 종교사적 측면과 한국의 종교상황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 

7) 고병철은 종교 편향， 종교차별의 논란이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며 ， 90년대 이후 

종교차별의 사례들을 @공직 인사，(2)정책결정 및 행정집행，@공직자의 언행，@기존 제도 
등으로 분류한다. 고병철 r공직자의 종교 편향， 차별 예방 교육의 방향J ， r종교교육학연 
구 31, pp. 199-204. 

8) 2008년 8월 27일， 불교계(주최측 추산 20만명， 경찰 추산 6만명)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헌 
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종교차 
별에 항의했고， 9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불교계의 
종교차별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r'종교차별 항의’ 범불교도대회J ， (동아닷컴) , 2008. 
8. 28.기사 참조. 
htto:/ /www.doruta.com/fbi띠outout?n=200808280 120; 그러나 2010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와 봉은사의 갈등， 템플스테이 예산누락 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논란이 진행중이다. 

9) r공무원 복무규정에 ‘종교 편향 금지’ 추7}J ， (머니투데이) , 2008. 9. 9. 
http :νwww.mt.co.kr/view/mt띠ew.php?type= 1&no=2008090907171714698&outlink = 1 

10) r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사례집， 교육교재 개발 배포J ， (천지일보) , 2010. 1. 26. 
http://www.newsci.com/newslarti미eView.h뼈?idxno=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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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한국 내 종교갈둥과 종교차별의 관계 

1) 한국 내 종교갈둥의 주요 특정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차별과 관련된 종교간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종교적 갈등의 전반적 양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 

교사회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갈등의 양상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설명 

한다. 성직자 집단과 평신도 집단 간의 갈등과 같은 종교집단 내부의 갈등， 종교 

간 이해 및 인식의 차이로 인한 종교집단 간의 갈등， 종교집단과 국가 간의 면세 

제도와 같은 종교집단과 외부사회의 갈등이 대표적인 종교적 갈등의 사례다 11) 

종교집단 내부의 갈등은 집단으로부터의 일탈(deviance)12) ， 집단 내 패러다임 

의 차이 13) ， 조직 내 권위의 계승， 정치 및 경제적 이해의 차이 등 다양한 원인으 

로 인해 발생한다. 종교 집단 내부의 갈등이라 하더라도 해당 갈등이 법적 소송 

이나 폭력사태로 변질되는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지난 1994년， 1998 

년의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갈등과정 14)과， 2008년 이후 

11) 김종서， 종교사회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pp. 92-93. 
12) 종교집단의 행동규범이나 기대와 상반되는 행위가 발생하고 조직 내에서 이에 대해 적절 

한 통제를 가하는 과정은 종종 종교 집단 내부의 갈등으로 발전한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 
조직에서의 육식금지는 중요한 금기사항인데 이를 어기는 경우 발생하는 소요는 일탈로 인 
한 종교 집단 내부의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일탈로 인한 갈등은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정통(orthodox)와 이단(heterodox)의 논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김종서 r현대 종교 

조직의 유지이론 연구J ， 정신문화연구 14, pp. 114-115. 
13) 크니스(F. Kniss)는 미국의 종교 및 정치 이데올로기를 근대주의(modernism) ， 전통주의 

(traditionalism), 자유주의(liberationism)， 자치주의(communalism)의 4가지 패러다임으로 
구분하고， 메노나이트의 예를 통해 종교 집단 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그룹들로 인 

하여 종교 내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red Kniss, "Mapping the Moral 
Order" , Michele Dillon, ed., A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333-342. 

14) 조계종 총무원장의 경우 전국 2， 500여 사찰과 11 ，000여 승려를 총괄하는 불교계 최대 종 
파의 지도자로서 인사권， 재정권 통 막대한 권한을 지난 직책으로 총무원장의 선출은 단순 
히 조직 내 권위의 숭계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막대한 이권과 연관되어 관련 집단 간에 
치열한 대립양상을 드러냈었다 r내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부동표를 잡아라’ 막판 접전 

J , (동아일보) , 1994. 11. 20. 21면 r세속 뺨치는 승가의 선거 11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앞두고 혼탁양상J ， (경향신문) , 1998. 6. 20. 11연 r총무원장 선거 18일로 연기 
폭력사태로 조계종 극도 흔미J ， <경향신문) , 1998. 11. 13. 22연; 전성표 r우리 사회 종 



한국 내 종교갈등 및 종교차별 상황에 대한 제언 185 

진행 중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 과정 15)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부에서 

는 종교 집단 내부의 갈등이 내부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종교 조직 자체 

가 강화된다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16) 조직 내부의 갈등이 폭 

력사태 및 법정 소송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 해당 종교조직의 도 

덕성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부인할 수가 없다. 

종교 집단 간의 갈등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갈등의 양상으로 사 

회적 분열은 물론 살인， 폭동 등 폭력을 동반한 과격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성전(聖戰)’ 1 7)으로 발전되기까지 한다. 개신교와 천주교 

(가톨릭)간의 대 립으로 발발한 프랑스 위그노 전쟁과 독일의 30년 전쟁， 유대교와 

이슬람간의 갈등으로 골이 깊어져가는 팔레스타인 분쟁， 이슬람과 힌두교와의 마 

찰이 폭탄테러， 열차방화 등으로 격화된 인도의 사례 18) 등은 모두 종교 집단 간 

의 갈등이 사회적 위기와 분열로 확대된 사례들이다. 

국내에서 발생된 종교 집단 간의 갈등 사례 중에는 타종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종교간 배타주의에 기인하여 타종교의 상정물 훼손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 

다.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에 의해 유생들이 전국 주요 

사찰의 불상을 훼손한 사례나， 99년 제주도 원명선원의 소규모 불상 750여기를 

일부 개신교 신도가 훼손한 사례 ， 대학가에 세워진 장송 훼손 사건 등19)은 모두 

종교 집단 간의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 종교집단간의 

교갈등의 실태와 잠재력 : 1991-2000J , 2001 한국사회학회 , p. 8. 

15) 2008년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시비 문제， 특정 후보의 당선 결과의 유효성 문제 퉁을 둘러쌓고 논란이 발생하였다. 

관련 법원의 판결에도 교회법과 사회법은 별개라는 논리로 인해 양측의 대립은 진행 중이 
며， 약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다. 감리교 감독회장의 경우， 4 
년 동안 보장된 임기 속에서 연간 예산 70억 원 규모의 감리회 본부행정을 총괄하는 막강 
한 행정권한을 지닌다는 점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의 선출 사례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강홍복 감독회장 직무정지， 기감 또 혼돈속으로J ， (쿠키뉴스) , 2010. 10. 18; r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진통’， 김국도목사 ‘벌금형’ 전력 자격 논란J ， (경향신문) , 2008. 7. 3l. 

16) 김종서 ， op. α't. ， p. 115. 

17) 성전은 전쟁의 궁극적 목적을 종교적인 것에 둔 것으로 특정 종교이념을 전파하거나 해당 
종교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치러진다. 종교적 동기로 시작되며 ， 각 종교가 내세우는 신들 

의 보호 아래 감행되고，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각자의 종교가 보상하는 영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등의 특정을 지니고 있다. Jacques G. Ruelland, 김연실 역 r성전 문명충돌의 
역사 종교갈등의오랜기원을찾아서 (파주: 한길사， 2003), pp. 14-15. 

18) r인도법원， 종교전쟁 현장 ‘아요디아 사원’ 분할J ， (MK뉴스) , 2010.10. l. 
http://news.mk.co.kr/v3/띠ew.php?year=2010&no=529872 

19) r불상， 마리아상에 장숭까지 수난， 타종교 상징물 훼손 사례J ， (경향신문) , 1999.7.3 l. 
13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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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의례의 차이， 상호인식의 부족， 배타적인 태도가 종교집단 간 갈등의 중요 

한 원인이 된다.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게 된 국내의 주요 종교갈등 사례를 살펴보면， 종교간 

차이로 인한 갈등 외에도 종교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상반된 이해로 갈등 

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통문화 행사를 종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 

면 문화적으로만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유발되며 종 

종 종교차별의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 

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종교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상반된 이해에서 비롯된 종교갈퉁 

종교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종교갈등의 예들 

은 적지 않다. 90년대 말 단군상 훼손사건 2005년 강릉 단오제 제관 참여 논란 

은 물론 최근의 템플스테이 국고 지원 논란 등의 기저에는 해당 행위를 문화적 

행위로 볼 것인지 종교적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대립이 놓여 

있다 

지난 1999년 단군상 훼손 사건은 종교갈등이 사회적 분열로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8년， 한문화운동연합에서는 “우리 역사에서 고비마다 구섬점이 되 

어 준 국조 단군”을 강조하며 “효의 정신 회복" “민족정신 회복”， “통일 기원”의 

목적으로 전국 각 급 학교와 공원에 “통일기원 국조 단군상”을 세울 것을 제안하 

였다. 이에 따라 밀양 통강중학교에 제 1호 단군상이 건립되었고， 이후 전국 약 

360여 곳에 단군상이 설치 되 었다. 

한문화운동연합의 단군상 설치에 대해 개선교 측이 ‘우상숭배’라고 반대하며 갈 

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일부 과격한 신도들에 의해 설치된 단군상의 목이 훼손되 

면서 민족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20) 

“단군”을 신화적 인물로 볼 것인지 역사적 인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건국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 개신교와 정부 당국의 중요한 마찰 대상 

중 하나였다. 박정희 정권은 남산에 거대한 단군상을 세우고자 했으나 개신교의 

반대로 무마되었으며， 1985년 서울시에서는 사직공원에 설치된 단군상을 중심으 

로 단군성전을 확충하려고 계획하였다가 개신교의 반대로 철회했었다.2 1) 이런 상 

20) r단군상 우상인가 國祖 상징인가J ， <경향신문> , 1999. 7. 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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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속에서 한문화운동연합은 단군상 설치의 취지로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 

인간 이화세계 정신을 자연스럽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단합하게 되어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함을 강조하며，22) 단군상 설 

치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단군의 역사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단군상 설치를 반대하는 개신교 측에서는 단군의 비역사성， 정교분리의 

원칙 위배(특정 종교의 상을 공립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 

하는 것) ， 단군상 설치는 종교적 우상숭배 행위라며 단군상의 종교적 의미를 강조 

하고 설치된 단군상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문화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의 논란 속에서 단군상 건립을 반대하는 개신교 측 

일부가 단군상을 무단으로 훼손하면서 법적 논쟁 및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였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단군상은 단순한 인물상이 아니라 종교적인 내용을 담았기 때 

문에 공공장소에 건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함으로서 몇 년에 걸친 단군상 

훼손 사건은 일단락되었다.23) 그러나 여전히 분쟁과 갈등의 가능성은 지속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는 강릉 단오제와 연관된 논란이다. 지난 2005년 강릉 

시장의 단오제 제관 참여 논란은 특정 행사에 대한 문화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에 

대한 상반된 이해를 잘 보여준다. 1967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13호로 지정된 

강릉 단오제는 음력 5월 5일 단오(端午)에 대관령 산신 및 국사성황신 등을 대상 

으로 진행되는 제사의례다. 강릉단오제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조선시대 허균의 

성소부부고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당시에도 대대적인 축제의 성격을 지 

니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4) 1975년에 (사)강릉단오제위원회가 조직되 

면서 강릉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 잡은 강릉 단오제는 2005년 유네스코 지 

정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결작으로 등록될 정도로 높은 전통 문화적 가치를 지니 

고 있는 행사이다. 

그런데 2005년 한 개신교 단체가 ’강릉시장이 단오행사의 제주가 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25) 강릉 단오제는 과거에도 제비(察 

21) r단군상， 종교 우상인가 역사적 조형물인7}J， <크리스천투데이 > , 2009. 12. 8.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 ?id= 2056 54 

22) 허호익， 단군신화와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2003), pp. 177-199. 
23) r단군상， 종교 우상인가 역사적 조형물인7b ， (크리스천투데이) , 2009. 12. 8. 

24) 최철 r강릉 단오제 연구J ， 아세아연구 1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pp. 
228-327. 

25) r“강릉시장， 단오제 제주는 미신행위” 논란J ， (오마이뉴스) , 2005. 6. 20. 
http:jν/news.naver .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 1 = 1 03 &oid=04 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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費)가 관청으로부터 나오고， 제관(察官)으로 지방수령이 참가했었던 행사였으 

나，26)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는 “시장이 다수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공인으로서 

자제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절제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11 일 년에 

몇 차례씩 행해지는 시청 내 무속행위를 중단할 것 ， 단오행사에 시장이 제주(聚 

主)가 되는 일을 일체 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단오제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전통문화 행사로 종교적 의미보다는 문화적 의미가 

강하다고 주장하며 개신교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종교적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강릉 단오제는 무속과 개신교라는 종 

교적 갈등인 동시에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 

면 강릉 단오제 논란의 핵심은 강릉 단오제를 문화적 행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 행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특정 행사에서 종교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 대한 논란은 

9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축제와 행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범위 

와 논의의 폭이 다양해지고 있다. 전남 함평군의 장승공원사업， 전남 영광군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공원조성사업， 경남 하동군의 청학통 삼성궁 개발사업 등은 모 

두 해당 사업의 성격을 놓고 종교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이 서로 충돌하며 이슈가 

되었던 사례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순복은 지역축제 방문객의 종교 신념， 신앙생활 연한， 종교기 

관 내 담당 직분 여부， 종교행사의 참가 경험 등의 다각적인 비교를 통해 참가자 

들에게 있어 지역축제의 종교적 의미는 거의 희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 

축제는 관광과 여가 향유의 대상으로 일종의 문화관광축제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 

장하였다 27) 과거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다수 

의 지역축제 혹은 행사에서 종교적 의미보다는 관광， 문화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이 종교적 측면보다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은 대법원의 법적 해석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어떤 의식， 행사， 유형물 퉁이 비록 종교적인 의식 ， 행사 또는 상정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 

id=0000065549 
26) 최 철， op. α:t. ， p. 230. 
27) 서순복 í지역축제와 종교신념에 따른 수용인지간 갈등에 관한 연구 , 2004 한국행정학회 

통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2004), pp. 36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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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연 이는 종교분리원칙이 적용되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헌법적 보호가치를 지닌 문화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이와 같이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 

한 종교적인 의식 , 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이라는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하며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8) 

그러나 특정 행사에 있어 문화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을 이분법적으로 구분 짓 

는 것은 보다 깊은 통찰이 요구된다. 단군상 건립과 강릉 단오제를 둘러싸고 발 

생한 논란에서 볼 수 있었듯이 ， 많은 전통 문화와 관련된 행사들은 종교적 측면 

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틸리히 (P. Tillich)는 “종교는 문 

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 "29)이라며 종교와 문화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주장한 바 있으며， 기어츠(C. Geertz)와 같은 학자들은 종교를 일종의 문화체계로 

서 접근하기 때문에3이 종교와 문화를 서로 단절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문화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의 필수불가분한 관계를 인 

정하되 ， 해당 행사의 목적 ， 진행과정 ，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교적 속 

성을 지닌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 

야 할 것이다. 종교성 이 포함된 문화행사라 하더라도 종교적 측면보다 전통적 의 

미를 부각시카고 공동체를 통합시킬 수 있는 합의된 담론을 도출해낸다면 공적인 

지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강릉 단오제의 전통적인 진행 방식을 존중하되 ，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에 거부감을 가지는 시민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분열을 예방해야 한다. 정부가 특정한 종교를 지 

원하는 것은 정교분리라는 헌법상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정 

교분리를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행사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 이러한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에 특정한 종교를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것은 삼 

갈 필요가 있다. 

최근 템플스테이의 국고지원과 관련된 논란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템플스테이의 국고 지원에 대해 일부 개신교 측에서는 “템플스테이는 

당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통관광 상품 개발이 목적이었으나， 실상은 예 

불과 참선수행， 탑돌이， 사경 등 불교포교 방식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며 템플 

스테이에서 문화적 측면보다 종교적 측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보고， 이 

에 대한 국고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 불교계에서는 “국가 지정 전통문화 프 

28) 대법원 2009. 5.28. 선고 2008두169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공2009하， 1127] 

29) Paul Tillich, TheoJogy of Cuiture (New York, Oxford Press, 1959), P. 42. 
30) Clifford Geertz,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글방， 1998), pp.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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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인 템플스테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며 템플스테이의 문화적 측면을 내세우고 있다.3 1) 

템플스테이가 전통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해당 행사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문화행사라는 명목으로 종교의식의 참여를 강요한다면 해 

당 개신교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적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불 등 타종교인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종교적 의 

식에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참관만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 종교 재단에서 설립한 종립 학교에서 종교 관련 수업을 할 때에도 

학생들이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을 설립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원하지 않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행사에서 특정한 종교에 특혜를 줌으로써 차멸을 유발했는지 

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은 참여자에게 종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 

가 강요되는 지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지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이 공적 영역에서 종교차별 여부를 판 

단하는 근거로 적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종교는 헌법상 자유를 보장받 

고 있으나 특정한 종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다른 종교의 차별이라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차별없이 보장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관 

련하여 그동안 국내외 다수의 판례를 통해 수립된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기 

준과 정교분리 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한 기준은 개별행사가 종교적인지 문화적인 

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3. 종교차별의 판단 근거 

사회적 이슈가 된 다수의 종교적 갈등이 종교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 대한 상 

반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논란의 출발점에는 해당 행사에 대한 정부의 관 

여 혹은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정부의 관여 및 지원이 있더라도 문화적 행사라 

31) I기독교계， ‘템플스테이 국고지원을 중단하라’J ， (노것뉴스) , 2010. 10. 25. 
http://www.cbs.co.kr/nocutlShow.asp?IDX=16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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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행사의 종교적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 결과 

적으로 종교차별이라는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32) ， 국교가 금지되고 정교분리가 명시된33)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관여가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다면， 

결과적으로 종교차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나 행위가 

종교차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의 침해 여부와 정교분리 원 

칙의 위배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1) 개인의 종교자유 침해 여부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며，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건국헌법에서 

부터 규정되었던 사안으로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부터 독자적 기본권으로 

분리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34) 종교적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 

고 있지만， 헌법 제 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 

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일정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도 있음을 통시에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종교적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은 자유의 제 

한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35)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 조항(Free Exercise Clause)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캔트웰(Cantwe ll) 사건(1940)36)을 통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내면적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실행의 자유률 포함하고 있다. 전자는 절 

대적이지만 후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37)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종교 

32) 헌법 제20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33)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34)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p.422. 
35)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 ’ 
36) CantweJJ v. Connectj긴Jt， 310 U.S. 296, 304 (1940). 
37) 까le Free ExerCÍse CJause “'embraces two concepts-freedom to beJjeve and freedom 

to act 까le first is absoJute, but in the nature of things, the second cannot be. " (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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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로운 행사 조항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모든 행위를 인 

정하여야 하지만， 종교의 내면적 자유와 달리 실행의 자유는 상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며 법률에 의해 제한38)될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러한 연방대법원의 해석은 일부다처제를 주장한 레이놀즈(Reynolds) 사건(187 

8)39), 강제적 국기경례를 거부한 고비티스(Gobitis) 사건(194이 ， 공직취임에 있어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선서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토카소(Torcaso) 사건 

(1961)4이 등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4 1)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유사한 법적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종교적 신앙의 자 

유를 제외한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 등 종교적 행 

사의 자유는 외면적으로 표현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로 해석하기 때문이다.42) 대법원은 수혈을 거부하여 환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하고자 하는 위의 수혈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그 환자로 하여금 

의학상 필요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 

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43)이라고 판시하며 ， 내면의 종교적 자유와 달리 종 

처 : http://law.onecle.com/constitutionlamendment-01/14-belief-conduct-distinction. h뼈) 
38) 윤명선·박영철 r종교의 -^~유로운 행사 조항 :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J ， 

미국헌법연구 11(미국헌법학회 ， 2000. 7,), pp. 102-103. 
39) 미국 그랜트CGrant) 대통령은 몰몬교의 일부다처주의를 종식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중흔금지법 위반으로 수백 명의 몰몬교도들이 체포를 당하게 되자， 몰몬교회 사제단은 브 
리검 영CBrigham Young)지역의 몰몬교 책임자인 조지 레이놀즈CGeorge Reynolds)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 몰몬교 반대론자들은 일부다처제를 반사회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몰몬교도들올 국가에 도덕적 위협을 가하는 부류라고 비난했다. 반면에 몰몬교도들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며 중혼(重婚)이 종교의 자유가 보호하는 종교 

적 관행의 한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일부다처제가 중혼이 아니며 가족이나 영적 성 
장과 같은 미국적 가치의 본류를 떠받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부다처제가 사회 

의 건전한 틀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며 분명 공공의 평화를 위협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대해 웨이트(Morrison R. Waite) 대법원장을 비롯한 9인의 재판관은 일부다처제 
가 종교적 신앙의 근본적 교의라고 주장하는 몰몬교도에게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연방법 
률을 적용하는 것은 종교행위의 자유조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그 법률은 선량한 질서에 반 
하고 사회적 의무들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허용가능한 규제라고 판시했다. Reynolds ι 
이1ited States, 98 U.S. 145, 8 Otto 145 (1878); 임지봉 r미국헌법상 종교행위의 자유J ， 
미국헌법연구 19, pp. 154-159. 

40) Torcaso v. rt성tkins， 367 U.S. 488. 
41) 정상우 외，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9), p. 72. 

42) 윤진숙 r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에 관한 고찰J ， 법학연구 20 (연세대 법학연구원， 
2010), pp.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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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실행의 자유는 일정한 경우 제한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종교적 실행의 자유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제한이 가능한 것은 아니 

다. 종교적 실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자칫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종교적 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해당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얻 

어지는 이익을 서로 비교하여 고려해야 한다. 

01 익형량이론(the balancing test theory)은 ‘어떤 신앙에 따른 행위가 일정한 

법률규정과 저촉하는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일정한 종교적 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는 그 규제가 종교에 대하여 가하는 부담과 그 규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국가의 이익을 상호 비교 및 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 44) 미국 연방대법원은 셔버트(Sherbert) 사건을 통해 종교적 자유의 제한이 

고려될 때， 두 가지 원칙 즉 “규제로 인해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실제적인 부 

담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권의 손상 정도보다 “중대한 이익” 

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45)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껴6)할 수 있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고 았다. 따라서 절 

대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내면적 신앙의 자유는 보장하되， 종교적 

행위가 외부로 표현되는 종교적 실행의 자유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종교적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과의 

43)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44) 정상우 외 ， op. α't. ， p. 73. 
45)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주의 스파턴버그(Spartanburg)시 방직공장 노동자 

로 일하던 셔버트(Sherbert)는 제7일 안식교 신도였는데， 고용주가 근로조건을 주5일에서 
주6일로 변경함에 따라 자신의 종교적 신념(토요일을 안식일로 준수)으로 인해 토요일 근 

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해고당했다. 다른 공장도 주6일 근무였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 
능한 셔버트는 사우스 캐롤라니아 주 실업보상법에 의거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고용보장 
위원회는 충분한 이유없이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1) 규제로 인해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실제적인 부담이 있었는 
지의 여부와 2)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권의 손상 정도보다 “중대한 이익”이 있는지를 고려 
하여야 한다고 밝힌 뒤， 셔버트(Sherbert)는 안식일을 지킬지 ， 아니연 주정부의 급여를 받 
을지에 대한 선택， 즉 종교적 자유의 선택을 강요받았으며， 실업급여의 제한으로 인해 주 

정부가 얻는 중대하거나 우선적 이익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부인(否認)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Sherbert v. Verneκ 374 U.S. 398(1963); 윤명선 외 ， op. cit. , pp. 
124-126 참조. 

46)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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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고려되어야 한다. 

2) 정교분리의 위배 여부 

가) 정교분리의 원칙 위배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 

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권력이 종 

교에 대한 간섭을 하거나 특정 종교를 우대 또는 차별하는 정책수립 및 정치활동 

을 금지한다는 것 47)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지 않을 경우 국가기 

관에 의한 종교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수의 종교 

차별 사례가 국가기관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정 

교분리 위반 여부는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강 

조하는 미국에서는 정교분리 위반 여부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이 제시된 바 있 

는 데 이 중 레몬 심사기준(Lemon test)은 정교분리 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주(Rhode Island State)는 비공립학교에서 비종교적인 교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급여를 지원하는 법 규정을 제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법 규정이 수정헌법의 국교금지 조항을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위헌판결을 내리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였 

다.48) CD법률이 세속적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2)해당 법률의 주된 효력이 특 

정종교를 발전시키거나 제한하는지，@해당 법률이 특정 종교에 대해 정부의 과 

도한 관여를 조장하는지의 여부49) 중 하나라도 위반한다면， 해당 법률은 국교금 

지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심사기준은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정교분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에 적용되었다.50) 

47) 정종섭 외，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9), p.24. 
48) Lemon ι Kurtzman 403 U.S. 602 (1970); 임지봉 r미국 헨법상의 정교분리원칙J ， 미 

국헌법연구 18 (미국헌법학회 ， 2007), pp. 307-308. 참조. 

49) 1. 까le gove띠ment’ s action must have a sec띠하 le밍slative p따pose， 

2. 까le govemment’s action must not have the primary effect of either advancing or 
inhibi마Jg re뼈ion， 

3. 깐le govemment’s action must not res띠t in an "excessive govemment entangle
ment'’ with religion. 

5이 레몬 심사기준은 정교분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법원이 모든 종교적 
사건에서 레몬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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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사기준은 한국의 사례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09년에 배부한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 51)에서는 종교인 과세， 군종 

제도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정교분리의 원칙 위배 의심 사례들 

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교분리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나) 공직자의 종교적 자유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의 책임을 지니고 있는 공직자의 경우， 직무수행에 있어 

서 공공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국민보다 고양된 종교적 중립성이 요청 

된다.52) 특히 사회적 권위와 영향력이 큰 공직자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 

하는 경우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지난 2004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청년-학생 연합기도회’에서 당시 서울시장은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며 

‘서울을 하나님께 드라는 봉헌서’를 낭독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봉헌서에는 ‘서 

울특별시장’이라는 직함과 봉헌서 표지에 서울시의 휘장이 새겨져 있었다. 이를 

두고 공공익 소유물인 ‘서울시’를 특정 종교의 예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 

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53) 이외에도 일선 지역시장이 “00시 

전체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이나，54) “모든 부처 복음화가 자신의 끔” 

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발언55) 등은 모두 종교편향 논란을 가져온 요인이 되었던 

사례들이다. 

특정 종교 집회를 개인적으로 참석하거나 특정 종교와 연관된 사석(私席)에서 

의 발언마저도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을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의 종교적 자 

유 침해라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 

을 제시한다. 일본은 헌법 처1120조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점에서 정교분리 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보다 심충화될 펼요가 있다. Lee v. 
Weisman 505 U.S. 577 (1992) ; McCreary County, Ky. v. American Civi/ Liberties 
Union of Ky., 545 U.S. 844 (2005). 참조. 

51) 정종섭 외 r국내외 종교차별 사례연구J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9). 
52)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9) , pp. 

2-3. 
53) r이명박 장로， ‘종교적 중립’ 가능할까J ， (오마이뉴스> , 2007. 8. 10. 

http://www.ohmynews.com/NWS_ WebNiew/at_pg.aspx?CNTN_CD=A0000426145 
54) r공직자 종교 편향 발언 법률적 제재를J ， (세계일보> , 2006. 5. 10. 

http://www.segye .com/Articles/News/Culture/ Article.asp?aid=20060510000716&ctg 1 = 
01 &ctg2=00&subctg 1 =01 &subctg2=OO&cid=0 1 01 050 1 00αXl&d없at뻐a머i벼d=검200605딘101455000109 

55) r정교일치를 꿈꾸시나J ， (한겨레 21) , 2010. 4. 2.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 l_generaI/270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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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공기관의 종교적 참여를 제한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 

나 미국， 한국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정교분리의 원칙 위배와 관 

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일본에서 정교분리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고위 공직자 

의 신사참배 문제이다. 1945년， 연합군총사령부CGHQ)에 의해 국가신도체제가 폐 

지되었지만， 1951년 쇼와(昭和) 천황(日王)을 비롯하여 역대 총리가 야스쿠니 신 

사에 지속적으로 참배해 왔기 때문이다.56 ) 이 중，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의 2004 

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법적 소송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가져왔다. 총리 

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재일 한국인과 규슈(九州).야마구치(山口) 시민 등 

211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 

며 국가와 고이즈미 총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해 후쿠오카(福間) 지방법원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종교 

법인인 야스쿠니에서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행한 종교적 활동”이라며 “국가의 

종교적 활동을 금지한 헌법 제 20조 제3항을 위반한 것”라고 판시했다.57) 이와 관 

련하여 고이즈미 총리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참배가 왜 헌법위반인지 모르겠다” 

며 향후 계속적인 참배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의 판결은 종교적 자유를 지닌 개인 

인 동시에 종교적 중립 및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공인으로서의 정체 

성이 겹치는 경우，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공직자의 역할 및 영향력을 고려할 때 ， 공직자 

에게 일반 국민보다 더욱 고양된 종교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양상이 고조되고 있는 종교편향， 종교차별의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 역시 상호 종교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시민의식 

이 강력히 요청된다. 특히 한국의 종교상황이 다원적 종교상황이라는 점에서 타 

종교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위해 그 중요성이 매 

우크다. 

56) 지난 2010년에는 일본 총리와 각료전원이 30년만에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아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제1야당 총재를 비롯하여 보수 우파세력들은 여전히 신사참배 
를 강행하고 있다 r일본 군국주의 상징 야스쿠니의 현재J ， (YTN) 2010. 8. 16. 참조. 

httφp:깨νwww.ytn.coα.kr，αr/Jn띠1/010여4_201008160749177248 

57) r 日 법원， ‘야스쿠니 참배는 위헌’ 판결J ， (조선닷컴) , 2004. 4. 7. 
http://www.chosun.com/internationaVnews/200404/200404070145 .h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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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원적 종교상황에서의 평화적 공존 

한국이 처한 다원적 종교상황은 지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2005 

인 구 (천명) 비융(%) 

총인구 47 ,041 100.0 
종교 있음 24 ,971 53.1 
불 교 10,726 22.8 
개신교 8,616 18.3 
천주교 5,146 10.9 
유 교 105 0.2 
원불교 130 0.3 
기타 247 0.5 

종교 없음 22,070 46.9 

표 16.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종교 관련 통계(자료: 통계청) 

위 통계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53.1%는 자신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고 응답했으며， 종교인의 구성분포는 불교 22.8% , 개신교 18.3% , 천주교 10.9% 

등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 국민의 종교현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종교 관련 통계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해당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논 

란의 여지가 있다. 김경 재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다 하더라도 해당 응답자들이 

무종교인으로서 철저한 세속주의적 세계관이나 무신론적 실재관을 가지고 살아간 

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통계항목에 무교(무속)가 제외되어 있는 

점이나， 유교신자가 1%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은 현실에서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상·제례 등 전통적 종교의례 속에 살고 있는 다수의 종교적 성향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58) 통계조사가 자신이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 

고 응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응답자의 종교적 

성향은 응답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점은 한국 국민 중 종교인구가 위 

통계조사(53 .1 %)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종교 관련 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정은 중층다원성(中層 

多元性)이라는 한국인의 독특한 종교심성이다. 종교의 유무 및 개인의 종교를 하 

58) 김경재 I종교 간의 갈퉁 현황과 그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 개신교와 불교의 상호 
관계성을 중심으로J ， 신학연구 42 (한신대 신학연구소， 2001) , pp.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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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는 설문지는 중층다원적인 한국인의 종교심성을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한다. 

김종서는 각 종교가 주장하는 신자수를 합하면 우리 인구보다 많게 나오게 된 

다는 이야기를 제시하며 이것은 단순한 숫자 부풀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중층다원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한 가족 안에 여러 종교 신자가 

혼재하고 불교나 개신교 신자이면서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는 사주， 궁합을 보고， 

택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다른 종교를 배척하기 보다는 수용 

하며 섞여 살아가는데 한국인들이 익숙하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59)고 설명한다. 

한국의 종교상황이 여러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다원적 종교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전쟁과 같은 큰 사회적 위기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될 수 있 

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중층다원적 종교심성6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종교편향으로 인한 종교갈등이 사회적 분열로 확대되는 조점을 보이 

며 위기상황으로 발전되고 있지만， 어느 하나의 종교를 절대적으로 유지하기보다 

는 삶 속에서 상황에 따라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채 다양한 종교 전통을 선택해 

왔던 중층다원적인 한국인의 종교심성은 종교간 대화 및 상생의 실마리가 된다. 

한반도에 전래된 불교， 유교， 기독교 등은 초기에 이차돈(異次賴， A.D. 502/ 

506-527)의 순교， 천주교 박해 등과 같은 갈등의 사례도 있었지만， 기존의 종교 

전통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며 전통 종교로 자리매김해 왔다.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고려)가 공인되는 경우에도 무속과 같은 다른 종교전통은 지속되어 왔으며， 

조선시대 숭유억불(뿔隔柳佛)을 국가정책으로 확립한 경우에도 민중은 물론 양반 

계층， 심지어 왕실에서도 여전히 불교전통의 맥이 유지되어 왔다. 한반도 역사에 

서 종교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한국 내 종교 

적 갈등이 심각한 전쟁과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것은 역사 

적으로 여러 종교를 수용해 오면서 형성된 중층다원적인 한국인의 종교섬성이 상 

생과 조화를 추구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59) r아버지는 절에 다니고 아들은 교회 가는 한국， 외국인들은 신비롭게 봐J ， <조선일보) , 
2006.7.19. 
http://www.kssline.pe.kr/zero/ zboard. php ?id= ksslineO 1 & page=33 6&sn 1 =&divpage 
= 1 &sn =off &ss=on&sc=on&select_arrange= subject&desc=asc&no=3 241 &PHPSES 
SID=daabbdc18d6083be1a136c02f1b164a2 

60) 중층다원적인 한국인의 종교심성은 근대 서양인들의 한국종교에 대한 기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존스(G. H. Jones, 1867-1919)는 “보통 한국인에게는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이 공 
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로 겹쳐 있고(overlapped) 또 깊이 연관되어(interpenetrated) 있 
음을 강조”하였다. 김종서 ， 서양인의 한국종교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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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 동안의 국내의 종교인구 변화는 한국 내 종교간 대화 및 상생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것임을 보여준다. 

1985 1995 2005 
구분 

인구 비융(%) 인구 비융(%) 인구 비율(%) 

불 교 8,059,624 19.9 10,321 ,012 23.2 10,726 ,463 22.9 

개신교 6,489,282 16.1 8,760,336 19.7 8,616 ,438 18.3 

천주교 1,865,397 4.6 2,950,730 6.6 5,146,147 11.0 

기 타 788,993 2.0 565,746 1.3 481 ,718 1.0 

전 체 17,203 ,296 42.6 22,597,824 50.7 24 ,970,766 53.3 
←」

* 1985-2005년 종교 인구 변동 현황 

상기 자료는 1985년부터 매 10년 단위로 진행된 통계조사에서 불교， 개선교， 

천주교 등 주요 종교의 분포 비율의 변화를 보여 준다. 이 자료는 2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하나는 한국의 종교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과 다른 하나는 천주교의 성장과 개신교의 일부 감소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어느 

특정종교의 우세가 없는 다원적 종교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6 1)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향후에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다원적 종교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며，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삶을 공존해 나가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원적 종교상황에서 종교간 대화 및 상생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이다. 다원적 종교상황에서 자기 종교의 우월성만을 강조하고 타종교와의 대 

화를 거절하거나 배척할 때， 민족의 분열，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 국가 분리 등 

부정적이며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던 세계종교사62)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강 

남은 폴 니터 (Paul Knitter)를 인용하며， “종교 간의 관계는 이제 적자생존의 관 

계가 아니라 협력자 생존의 관계”라고 강조하고 불의와 불화， 생태계의 파괴 등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각 종교들이 서로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적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온 인류와 함께 공멸의 길에 빠지게 될 

61) 강인철은 이러한 종교상황에 대해 3대 종교(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정립구도가 형성되었 
다고 설명한다. 강인철， op. cit., p. 39. 

62) 류성민 r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J ，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집문당， 1994), pp.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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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경고한다，63) 다원적 종교상황에서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대 

화와 상생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평화적 공존을 위한 모두의 의무이다. 

5. 결론 

종교편향， 종교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현재 

우리 사회 내 종교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분열과 위기를 가져오 

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간 갈등이 종교간 교리나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 

과 달리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간 갈등은 종교적 측면과 문 

화적 측면에 대한 상반된 이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당 논란이 정 

부 및 공공 기관의 관여 및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차별 혹은 

종교편향의 문제로 나타나는 특정을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해당 행사 및 관련 정책이 문화적 측면을 넘어 종교적 측면으로 변질되지 않도 

록， 즉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야 한다. 종교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만， 단군상 훼손 사건이나 템플스테이 논란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 사항에서 종교 

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중 어느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지， 종교적 의식의 참여와 

같은 종교적 측면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과 해석은 

필요하다. 

종교차별이나 종교편향의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 위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교분리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종교편향 

및 종교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반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와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개인의 종교적 자유의 제한과 정교분리 

의 원칙과 관련된 기준들은 종교차별 여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내면 

상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이지만 종교적 실행의 자유는 국가안정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 등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되는 경우에도 이익형량의 

원칙을 고려하여 종교적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한， 정교분리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서 국가는 해당 정책 및 법률의 목적 ， 

효과， 정부와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도 

63) 오강남 I이 다종교 현상의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J ，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95), pp.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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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야 한다. 정부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도 강하게 요청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고려하여 ， 특정 종교인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중립적인 정책 수립 

과 실행을 위해 공직자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직자 개인에게 종교적 자유 

가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직자의 종교적 표현이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손 

해를 끼치는 종교편향 혹은 종교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다원적 종교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 

식해야 한다. 비록 자신이 선택한 종교적 교리가 타종교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교리라고 할지라도 다원적 종교상황에서 사회적 통합과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종교간 상호 공존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자각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종교갈등이 사회적 위기로 비춰지고 있지만， 지 

난 역사 속에서 중층다원적인 한국인의 종교심성이 종교간 갈등을 가져오기 보다 

는 종교간 조화를 추구해 왔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평화적 공존을 위한 해법이 우 

리 안에 있음을 보여 준다. 

주제어 : 종교갈등， 종교편향， 종교차별，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 다원적 종교상 

황，중층다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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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ggestion for Overcorning Religious Conflicts 

and Religious Discriminations in Korea 

An , Kukjin(Seoul National University) 
Yoo , Yohan(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religious conflicts in Korea are inclined to expand to social 

conflicts and CnS1S. Though some inter-religious conflicts in Korea came 

from the exclusivism and the differences among religions , several major 

inter-religious conflicts such as the damage of Dangun statues and the 

dispute about the Gangneung Danohje and the Templestay are caused by 

the different understanding between the religious aspect and the cultural 

aspec t. Besides those conflicts are related to supports of public officials 

and organizations so that they lead to the controversy of religious 

discriminations. 

To overcome religious conflicts and religious discriminations in Korea , 

we suggests three important proposals. First, when the public organizations 

support some events or establish policies related to religion, they should 

set the objective standards which are able to maintain cultural features 

except religious ones. Second, the government official should observe 

religious neutrality, and pay attention to express something related to 

religion even when they do private behaviors. Third ,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in the multi-religious situation in Korea , exclusive obstinacy 

should be dismissed and people have to persevere in their efforts with 

respect and consideration for other religions. 

Key Words: Religious conflict, Religious discrimination , Relig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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