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법학 석사 학위논문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의 한계 검토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전공

오 승 민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의 한계 검토

지도교수 이 우 영

이 논문을 법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전공

오 승 민

오승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송 석 윤 (인)

부위원장 전 종 익 (인)

위 원 이 우 영 (인)



- i -

국문초록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

래 2년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 국민이 그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

했던 삶을 영위해 온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유례없는 방식

의 방역조치가 우리의 일상에 당연한 듯이 함께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로부터 도출되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삶의 영역에 직접 영향을 가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층은 전 국민에 널리 퍼져 있었고

그 대상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대체

로 그 어려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

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영역이 있었는데, 그

것은 바로 종교였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회적 거

리두기로 인해 그 헌법상 기본권이 침탈당했음을 주장하며 끊임없

이 정부와 마찰이 발생하였던 종교의 영역에 대해서 과연 그 기본

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조치 하에서 어느 선까지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종교의 자유는

크게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 집회의 자유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종교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감염

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여부,

그 제한의 목적과 방법, 피해 정도, 공·사익 비교형량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비례성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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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종교에 대한 압력이 없어야 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설령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상황에서는 종교활동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

권력 행사가 어느 선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한계의 판단이

필요하다. 종교집회의 자유는 일반 집회의 자유의 특별 규정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집회의 자유 자체가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의 일종이라는 점과 종교집회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떠

한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보호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주어진 상황이

불가피하게 종교집회에 대한 제약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시급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정신과 내면의 세계에서 발현되어 대외

적으로 표출되고 집단적 의사표현 체계를 구축함을 근간으로 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규율체계와는 어느 정도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신앙심의 발현을

어느 선까지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 개선 및 법적·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활

발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의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

주요어 : 감염병 위기,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활동, 종교집회, 종교의

자유의 한계

학 번 : 2019-2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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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른바 코로나19로 통용되는 감염병이

우리 사회를 처음 덮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월이었다. 전년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알 수 없는 괴질(怪疾)과 같은 폐렴이 퍼져 나가고 있다

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향후 2년여의 기간을 그 괴

질과의 인류가 공존하며 사투를 벌이고 어쩌면 향후 예측할 수 없을 만

큼의 기간을 더 같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코로

나19는 빠르게 전 세계를 강타하여 단숨에 역사상 유례없이 인류에게 피

해를 끼친 질병 중 하나가 되었다. 2021년 10월 29일 전 세계적으로

245,373,0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4,979,421명

으로 확인되고 있고, 24시간마다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새로이 발생하고

있다.1) 백신의 개발로 어느 정도 예방적 대처는 가능해진 상황이지만 사

실 이 백신도 통상 실시되는 장기간의 임상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 아니

라 급박한 상황에서 임시 승인 등을 거쳐 시중에 보급된 것인 데다,2) 유

효 기간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 부스터샷 등 추가적인 접종을 지속

1) WHO 확진자 현황, 2021. 10. 29.
2) 미국의 화이자(Pfizer)와 독일의 바이오앤테크(BioNTech) 사가 공동 개발한

화이자 백신의 경우 지난 2021년 8월 2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정식

완전 승인을 받아, 현 시점 기준 미 보건당국의 완전 승인을 받은 유일한 백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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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3), 비록 미접종군에 비해 위중증 이행 및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 이상이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 예방

효과는 60%대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또한 일상에서 질병을 극복해

나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될 치료제의 경우 40.4만 명분의 선구

매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공급 가능 시기는 2022년 1분기경으로 예정되어

있어 아직 당장의 해결책으로 동원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4)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간 유례없었던 방법을 이용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실시된 전 국민의 ‘서로 모

이지 않기’ 전략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Coronavirus)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친척들답게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특히 비말을 통해 전파하는 감염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급적 비말이

전파되지 않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사람이 밀접한 환경에 밀집되

지 않는 방역지침을 만들어낸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 세계적으로

도 그간 이루어지지 않은 행동 양식에 대한 규제5)로서, 민주주의 국가에

서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나 외국은 그로 인한 반발

도 상당히 거센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그 규제가 순탄하게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사회적 거

리두기의 핵심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3)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3,600만 명 넘어”, 2021. 10. 25., 4면.
4) 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 발표”, 2021. 10. 29., 6면
5) 사실 그동안 이러한 규모의 팬데믹(pandemic)이랄 만한 사건이 거의 없기도

했다. 가장 가까운 최근인 2014년에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중동호흡기증후

군(MERS)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186명의 감염자를 내고 결국 종식 선언이

되었으며, 그 당시에도 마스크 쓰기 등 권고사항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전국적인 규모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제약할 만큼의 규제가 있지는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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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

게 사적모임의 인원 수 자체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시행했던 것은 아

니었고 사람들 간의 모임을 자제시키는 권고 형태로서의 성격이 짙었으

나, 점차 확진자의 수가 단순히 권고로는 통제가 불가능하여 국민 다수

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되어감에 따라, 통상적인 식

사 모임의 규모인 4명까지로 그 모임을 제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적모임 제한의 경우 모일 수 있는 사람 수를 한정짓는 방식으로서 일

종의 방역수칙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모이는 사람들의 규모뿐만 아

니라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 자체를 가급적 제한할 필요가 있었고,

신체의 거처 자체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임이 주로 이루

어지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대면 기회를

차단하는 방식의 제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배경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운영시간 제한 역시 어느 시간이 제한이 필요한 시간인지에 대한 명확한

배경을 증명해 내기는 어려운 일이나, 통상적으로 업무 종료 후 저녁 식

사 모임을 가진 후에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여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점에

서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시간인 21∼22시를 제한 시간

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무래도 대면 접촉의 기회가 많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에는 집합 자체를 금지시키는 조치도 실

시하게 되었다.6)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의 경우에는 개

6) 이러한 조치는 후술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흥행, 집회, 제례 등 다수의 군중이 모이는 집

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며, 이 때의 집합금지에는 특정 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모임을 가지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영

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부과된 다중이용시설

에 대해서는 그 해당 제한 시간 이후에는 영업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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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람과 집단의 모임 자체를 금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람들의 행동 양

식을 넘어선 기본적인 권리에 큰 제약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 동안은 자

연스러웠던 모임과 사회활동들, 즉 원할 때 원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모여 즐기고, 원하는 의사가 있으면 집회를 결성하고, 원하는 시기에 신

앙의 자유를 향유하는 등의 활동 등에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설령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 조치를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공의 복리 및 안전의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하더라

도 이는 결국 기본권과 어느 정도까지 상충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조치로서 영업금지, 종교활동을 위한 집회 등 금지, 감

염의심자 격리조치 등을 실시했고, 이러한 국가의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한을 마냥 수인할 수만은 없다는 점에 대

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7) 기존에 제시되지 않았던 이런 종류의 문제들

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공익을 위한 행정작용

과 사인의 기본권 간에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사법적 심판을 구하는 방식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조치하였다.
7) 강승우, ‘COVID-19 시국에서 행해진 집합금지명령과 헌법상 보상의무’, 법제

연구 제59호, 한국법제연구원, 2020,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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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기본권은 여러 가지

가 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 특히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거나

혹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

인들의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달

라거나 하는 주장을 내세우곤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 가량8)이 자

영업자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 자영업자들의

업종을 이용하고 향유하면서 더욱 그 어려움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

을 생각하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호소는 비교적 무리 없이 일반 사람

들에게 받아들여지곤 한다. 하지만 주로 제약을 받는 주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는 양상을 달리하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종교활동의 영역이다.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다 제한없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과정도 사실 기존의 종교시설과 관행

의 틀 안에서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어 왔지만, 이러한 행위가 다른 사

람에게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생기면서부터 문제는 촉발된다.

2020년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9)를 비롯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 후 집

단감염10), BTJ열방센터 집단감염11) 등 종교 집단, 시설 또는 그들의 활

8) 2021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친

비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23.8%에 해당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

10월 기준 자료 참조.
9) 노컷뉴스,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1달.. 대규모 확산 남은 변수는”, 2020. 3.

18.
10) 헤럴드경제, “‘마스크 벗은 채 다닥다닥’..광복절 집회 ‘감염뇌관’ 되나”,

2020. 8. 18.; 뉴스1, “‘광복절집회發 감염’ 불붙었다..“주말 500명 땐 폭발로

봐야””, 2020. 8. 21.
11) 경향신문, “제2 신천지 되나..상주 ‘BTJ열방센터’ 집단감염 전국 확산”,

2021. 1. 10.; 연합뉴스, “‘BTJ열방센터’ 누적감염 576명, 방문자 67% 미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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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속에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집단감

염이 발생할 여지가 높은 종교활동을 지속하는 데 대한 여론의 시각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는 경제적

기본권과는 다른, 종교의 자유가 가진 현실에서의 추상적, 내면적, 주관

적 특성과도 결부되어 있으며, 사회적 규제와의 정합성 유지도 어려운

성격과도 관련되어 있다. 신앙의 자유는 마음 속으로 향유하는 것이지만,

이를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법회를 하는 등의 활동을 사적인 모

임의 하나로 볼 것인가? 누구나 헌법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하나이지

만 방역조치의 일환으로서 제약된다고 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약

되어야 하는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교

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12) 문제가 점점 사법적 영역으로 치닫고

있어 한 번쯤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및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 되

었다. 언제까지나 이를 단순한 국가 작용의 일환이라고 설득 없이 밀어

붙일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 번도 숙성된 논의가 이루어진 적

이 없는 일이었으므로 국가 작용의 행사와 개인의 기본권 간 비교 형량

을 비롯한 검토도 밑바탕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교의 자유는

그간 어느 정도 정치적 영역과도 결부되어 있고 성격상 드러내어 언급하

기보다는 암묵적인 동의 등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논쟁하는 경우들이 많

지 않아 그 논의가 더욱 복잡하고 생소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번 코로나19 유행과도 같은

전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

사..“비협조적””, 2021. 1. 12.
12) 2020헌마1678, 2020헌사1286, 2021헌마63, 2021헌마114, 2021헌마126, 2021헌

마159, 2021헌마167, 2021헌사3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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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시하는 제한 조치 속에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정부에서 실시한 사

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개괄하고

이것이 어떠한 법적 성격과 제약의 실질을 갖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성격, 그간 종교의 자유가 외부 제약과의 충돌을

빚었을 때 어떻게 의사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선례 등을 통해 분석한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종교의 자유 간에 적절한 비교형량을 통한

분석을 통해 현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서 판단해 본다. 그리고 현재의 방역조치의 상황과 내용, 맥락 등을 고려

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와 종교의 자유 사이에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개입하고 영향을 미쳐 우위에 설 수 있는 한계는 어떤 고려사

항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지도 고찰해 본다.

인류 태동 이래 인간사와 역사를 함께 해 온 종교가 그간 그 기본권

적인 자유를 사수하기 위하여 각종 압제 또는 제약과 다툼을 벌여온 것

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는 단순히 종교

자체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지극히

근본적인 책무 수행을 위하여 실시되는 조치로, 이러한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가 스스로의 존립 이유를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시하여 주장할 수 있

느냐의 문제는 그간 특별히 검토된 적이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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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고찰

제 1 절 거리두기의 개요 및 연혁

1. 거리두기의 개요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확진

자가 점차 증가하는 데 발맞추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전략을 창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란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전파를 가급적 줄이는 공중보건

학적인 감염병 통제 전략으로, 기존에 치료제나 백신 등을 사용한 중재

전략과 구분되는 일종의 비약물적 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하나이다.13) 즉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통한 접

촉 자체를 차단, 분리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여지를 막겠다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적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기침, 재채기

등을 하는 중에 입과 코를 통해 비말(飛沫)이 퍼짐으로써 그것을 타고

타인에게 감염된다는 특성을 갖는다.14) 인간과 인간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사회생활은 통상적으로 대화를 필수적

13)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 생활방

역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2020, 9면.
14) WHO 누리집, ‘Coronavirus disease(COVID-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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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반하는데 대화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가장 쉬운 환경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람 간 대화를 비롯한 대면의 사회활동을 가급적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모이지 않는 환경,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2. 거리두기의 연혁

정부는 2020년 2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초

로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지켜주기를 권고하였다.15) 이 당시에는 사실 사

회적 거리두기를 체계적으로 규제화하여 강제한 것은 아니었고 국민들에

게 협조를 구하는 수준의 선언적인 성격이 강했다. 당시 신천지 교회 집

단 감염(2020년 2월 19일 이후)을 계기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급적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

인과 개인의 만남을 멀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최초로 선언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시설에는 운영 자제

를 요청하였으며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였

15)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략)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것을 당부

하는 한편, (중략)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말에는 종교나 집회 등 다중

행사에 참여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 바 있음. 신천지교회 대구 신도

들의 검사 결과를 보면,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비말 전파

가 일어날 수 있는 구호, 함성 등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위

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중략)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

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람 (중략)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약속은 피해 주시기 바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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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실질적인 행정적 조치는 없었고, 다만 어린이집(2020년 2월 27일)

과 학교(2020년 3월 2일)에 대해서는 휴업 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었

다.16)

이후 신천지 집단감염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양상에 비해서는

비교적 확진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세가 정체되고 전 세계적인

유행이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국내는 전국적으로 종교시설이나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일어나자 기존의 권고적 성격

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행정명령을 가미한 강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

리두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대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여, 국민에게 외출

자제 및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통하여 밀집 환경을 최소화해 달

라고 요청하고,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17)18)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집합금

16) 서울신문, “전국 어린이집 2월 27일∼3월 8일 휴원..긴급보육은 가능”, 2020.

2. 26.; 아시아경제, “전국 모든 유·초·중·고, 사상 초유 ‘3주 개학연기’”,

2020. 3. 2.
17) “첫째, 집단감염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중략) 둘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습니다.

(중략) 넷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다섯째,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

셔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2020. 3. 21.)
18) 이때 실내체육시설에는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등이 포함되었으며,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클럽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었다. 그 외에 지

자체에서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학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비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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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

록 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확진자의 입원 및 치료와 방역

에 든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19)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속 유지하고 일부 고위험시

설20)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운영 중단 권고 행정명령 등을

연장 실시하였다. 특히 이 시기 4월 9일부터 학교에서는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비대면 일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후 확진자가 어느 정도 감소하기 시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

화에 따른 국민의 피로도 증가를 고려하여 방역조치의 수위를 조절하고

점차적으로 시설별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등, 이른바 ‘생활 속 거

리두기’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21)

전파될 가능성이 큰 환경에 대해 자율적으로 운영 중단 등을 권고할 수 있

었다.
19) 「감염병예방법」 제49조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

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

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

부터 제2호의 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

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20)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대상자가 감염에 취약한

경우들이 많으며 내부에서 벌어지는 활동의 특성상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

설들에 해당한다.
21) 물론 이 경우에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고위험시설 운영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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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거리두기 조정은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아 어느 정

도 거리두기 조정에 있어 체계를 갖추고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총 3단계의 거리

두기 체계를 마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환자 발생 수준, 급격한 대규

모 확산 등 지표를 바탕으로 유행 지역의 특성과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단계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3

단계)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였다.22)

[표 2.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2020. 6. 28.)23)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최근 2주간
일일
확진환자
수(명)

50명 미만
(생활속거리두기)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3단계 체제를 유지해 가다가, 코로나19가 지속

장기화됨에 따라서 방역·의료체계를 고려한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이 필

요해졌다. 기존의 3단계 체계에서 보다 세밀하고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

로 한 단계 구분을 통해 실제 삶에서 실효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

계로 세분화하고 격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강화하는 등 정밀한 방역체계

할 것을 권고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2)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021, 5면.
23) 보건복지부, 위의 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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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여

현실 적합성 및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24)

[표 2.2]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2020. 11. 28.)25)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이후 각종 다양한 기본 방역수칙 시행 등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거

리두기 수칙들이 발생하였으나 국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부분

들은 아니고 일상에서 습관으로 들이고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권고 수칙

수준에 가까웠다. 그러나 2020년 12월말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확진자

가 폭증, 12월 25일에 1,250명이라는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는 등 유

행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일상에서 일어나는 개별적 감염 확

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 하에 ‘사적모임 제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

을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1년 접어들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

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이는 곧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개

입하여 사회 생활 그 자체에 개입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거리두기

24) 보건복지부, 위의 글, 5면.
25) 보건복지부, 위의 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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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에 따라 국민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며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단계

개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자율과 책임에 기

반하여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이해 관계자

인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수립

하였는데, 그 내용으로서 단계 구분을 기존의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하고 단계 격상·격하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수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3단계 분류 체계를 수립함

으로써 위험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바탕

으로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

였다.26)

[표 2.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2021. 7. 1.)27)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전국500명미만
수도권250명미만

전국 500명이상
수도권250명이상

전국1,000명이상
수도권500명이상

전국2,000명이상
수도권1,000명이상

사적
모임 제한없음 8명 허용 4명 허용 18시 이후

2명 허용

다중
이용
시설

제한없음

일부
24시까지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카페 등)

* 지자체 자율적
해제 가능

일부
22시까지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카페,
목욕탕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22시 제한

26)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2021. 6. 18., 6-15면.
27) 보건복지부, 위의 글, 6-1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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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7월부터 4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000명을 넘어 2,000명에 육박, 9월 25일에는 3,243명이라는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28) 고강도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

리두기가 지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10월 23일 전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등 점차적으로 일

상 회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자29) 거리두기도 기존의 4단계 거리두기

체제에서 점차 일상과 방역이 조화될 수 있는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에 따라 11월 1일자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이 새로 시작되었다. 요는, 다중이용시설들에 적용되던 영업시간 제한 등

을 전면 해제하고30) 사적모임 제한 범위를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으로 확대하며, 일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또는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을 확인받은 사람, 만 18세 이

하의 아동·청소년,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접종이 불가한 사람, 코로

나19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

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를 도입·적용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에 취약한 미접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다.31)

28)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25., 0시 기준)’, 2021.

9. 25., 1면.
29) 질병관리청,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단계적 일상회복 발판 마련’, 2021.

10. 23., 1면.
30) 단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음주를 동반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11월 1차 개편에서는 24시까지로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2차 개편

시부터 운영시간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하였다.
31) 보건복지부, 위의 글,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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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부터는 일반 개인과

시설에 가해지는 조치가 상당 부분 해제되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

는 내용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보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거리두기의 법적 근거 및 형식

1.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게 된 데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기본권 보호 의무 이론은 독일에서 논의된 것으로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정

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32)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

무가 규정된 조항들을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0조)33), 사실상 생명권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제1항)3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해를

32) 문현철, ‘국가재난관리체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

한 법적 고찰’, 국가위기관리연구 제3권 제2호,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

구소, 2009, 77면.
33)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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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6항)35)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국민을 보호해

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따라 재난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법 체

계 등이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하기에서 살펴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을 비롯한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36)

2. 근거 법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떤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는가? 여기서

는 감염병이라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조건 하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다.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

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안전관리체계를 확

립하고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 대응 등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

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37) 「재난안전법」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따

라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 중 사회재난의 하나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4)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35)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36) 장교식,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

연구 제92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210면.
37) 「재난안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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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의한 피해를 포함하고 있다.38)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사고의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고 언급하였으며, 국민은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 수행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

하였다.39)

[표 2.4] 코로나19 위기 대응 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국무총리)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격상, 설치(’20.2.23.)

중앙정부-지자체 간 주기적 회의를 통한

정부 내 의사결정 실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격상, 설치(’20.1.27.)

의료대응, 사회대응, 범정부 대응체계 등

감염병 위기 대응 총괄 추진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 질병관리청장)

감염병 위기단계 ‘주의’ 격상, 설치(’20.1.20.)

역학조사, 진단검사, 검역 예방접종 등

방역 업무 총괄 추진

「재난안전법」 제14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복구 및 수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40) 동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범정부

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코로나19 사태의 규모를 감안하여 국무총

38)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39)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40) 「재난안전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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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위원장이 되어 총괄적인 재난 대응을 관리하고 있으며,41) 동 조 제

5항에 따라 현재 감염병 위기 재난임을 고려하여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명되어 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공동 차장을 맡고 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의 규정도 살펴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정보 수집, 조사 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책무가 있다.42) 또한 국

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발생 상황과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다만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책무를 지닌다.43) 이러한 책무에 기반하여 감

염병의 예방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조치가 상기 살펴본 감염병의 예방

조치이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거나, 방역수칙의 준수를 명하거나, 그 외 감염병 전파의

41) 「재난안전법」 제14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

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

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

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2) 「감염병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3) 「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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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있는 다양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44)

이 중 방역수칙의 준수에 대해서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

항제2호의2부터 2호의4의 경우에는 본디 코로나19 유행 이전까지는 없던

조항이었으나,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

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시 없었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명

시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45)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위반 행

위가 일어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적인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였다.46)

3. 의사결정 체계

이와 같은 법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현재 구현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가

회의에 참여하여 코로나19 예방, 관리 및 대응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하

고 결정한다. 재난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감

염병 대응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각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동 차장47)을 맡아 회의 진행의 실무적 역할을 맡는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내용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44)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45) 2020. 8. 12. 개정 공포 및 시행
46)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7)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2

차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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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제2호의2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그 중 제2호에 근거해서 이루어지

는 다중의 집합금지의 경우에는, 군중을 아예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집

합금지48)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치에 한정하여 적용

된다. 이는 사람 간의 모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시간대에 특정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과는 그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

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근거하여 고발

조치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처벌의 수위가 한층 더 높다.

이에 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

치 및 사용, 출입자 명부 작성, 방역수칙 게시, 일 3회 이상 환기하기, 일

1회 이상 소독하기 등의 조치들의 경우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

닌, 모임은 하되 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의미

하는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감염병 재난 사례가 있어 왔지

만, 코로나19와 같이 전 국가적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권고

내지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사례는 없었

다. 2003년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09년의 신종플루, 2015년

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이전에 있었던 감염병들의 경우 전 국

민이 알고 긴장할 만한 질병들이기는 했으나 치료제가 있었거나, 확진자

가 별로 많지 않고 감염력도 코로나19만큼 높지 않은 이유로 오래지 않

아 종식되어서, 장기적으로 생활 습관까지 바꿀 만큼의 필요성은 없었

다.49)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평소 생활 습관에 방역수

48) 이를테면 다수가 의사표현을 하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장과 같은 공간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것을 의미한다.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

다는 것과 달리, 모이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49) 통상 감염병의 감염력은 감염재생산지수(Basic Reproduction Number, R)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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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준수를 내재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례없이 법률에 이를 규정

하는 개정이 진행된 것이다.

4. 행정명령의 형식과 성격

이러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행정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되어 지자체로 안내 통보되면, 지자체에서 다시

구체적인 행정명령을 발동50)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행정명령이

라는 법 형식은 규정상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일종의 강학상 행정규칙

또는 행정지도의 하나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바

있다.51) 이는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행위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개별적·구

체적 규율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와 구분되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에 해당

하는 ‘법규명령’과도 구분된다.52)53)54)

는 수치로 나타내는데, 이는 감염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를 나타낸다. 이 값이 1 이상이면 1명이 1명 이상을 감염시킨다는 의미이

므로 유행이 퍼진다는 뜻인데, 2021년 10월 기준으로 코로나19의 감염재생

산지수는 1.2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델타변이만의 감염재생산지수는 5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다른 변이의 2배를 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유명수, 김연주, 백수진, 권동혁, ‘감염재생산지수 개념 및 방역정책에

따른 변화’, 주간 건강과 질병 제14권 제6호, 2021, 283면;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 8. 13.;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riants/delta-variant.html)

등
50)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고시’함으로써 구체적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벌

칙 처분을 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
51) 강승우, 위의 글, 134면; 이기춘,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 관한 시론적

소고’, 국가법연구 제17집 제1호, 한국국가법학회, 2021, 6면.
52) 통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로서 그 범위에 대해 견해가 일부

나뉘나, 통설적 견해는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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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의 경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서 발표한 후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공문을 통해 안내하지만, 사실 이

형식은 성문법상에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특정 대상 또는 사안에 대한 제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서도 적용되는 대상 자체는 불특정 다수 일반인에게 해당된다. 예를 들

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이 금지되고 3단계

에서는 22시까지 운영 가능한데, 이 조치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나 그 조치 자체는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는 규율 대상은 불특정 다수로 하나 규율 내용은 구체적이라

는 점에서 ‘일반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55) 「감염병예방

법」상 발동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반할 시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단순한 행정지도의 성격을 넘어 처분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한다고 본다. 즉, 행위의

주체는 행정청, 그 행정청이 행한 행위는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행위여야

하며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권력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단독행위여야 한다.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19, 249-250

면.
53)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여 재판의 규범이 되는 법 규범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일반, 추상적으로 정립한 행정입법의 일종이다.

즉, 그 규율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이고, 적용되는 사건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상적이다. 김동희, 위의 책, 143-144면.
54) 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규율하는 행정명령은 그 규율 대상은 불특

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특정 행위 등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행위나 법규명령과는 모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5) 대판 2004. 6. 12. 2008무41; 이기춘, 위의 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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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리두기 조치의 성격이 지닌 의미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의 성격은 결국 이어서 살펴볼

종교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형성하게 된

다. 속성상 권력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의사와 반대된다고 하더

라도 그대로 따르고 실현할 수밖에 없도록 하며, 그것이 어느 특정한 상

황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적 여건에 거의 동일하게 개입되어 행동 규범으

로 작용하여 하나의 양식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대

로 이러한 특징은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까지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은 물론 상황의 긴급성이라는 특수성까지 내포되어 법적 내지는 이성적

정당성은 물론 현실적 정당성까지 대체적으로 공감대 형성 하에 인정됨

에 따라 자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적절하지 않은

행위, 나아가 사실상 법규를 어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나 인간의 내적 의사로부터 발현하는 종교의 자유와 같은 경우에

는 이와 같은 규율을 자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충돌의 여지가 좀 더 크

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충돌의 가능성으로부터 앞서 살펴본 사회적

논쟁도 발생하고 실제 집단 감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내려진 방역 정책 결정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

면 대부분이 기속되지만 이와 같은 국가의 권력적 속성을 가진 결정이

종교의 자유와 같은 내면적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쉽사리 결정 내릴 수 없고 논란의 여지도 많다. 즉,

뒤이어 살펴볼 종교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가 가진 성격이, 그 근원적으로 충돌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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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 3 장 종교의 자유의 고찰

제 1 절 종교의 의의

1. 의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 일상의 여러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나

름대로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 다양한 효과가 있으며 유례 없는 일이다

보니 거리두기로 인한 제약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

다.56)57) 상술했듯이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재산

56) 가장 기본적인 논쟁의 주제로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과 감염력에 따른

대면 활동을 억제하는 방역 정책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자유로이 할 자유 간 충돌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방

역은 불특정 대다수, 이른바 공익 실현의 기전이고 개인의 자유는 사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느 것의 달성이 더 시

급한지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다. 즉, 지금 당장 개인의 신앙심에 제약을 가

하면서까지 방역 전략을 추진해야 할 급박한 유행상황의 변화 또는 방역지

표의 악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송기춘, ‘코로

나19와 종교적 집회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21,

258-262면.
57) 위 ‘시급성’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으로, 국가가 이와 같이 긴급하고 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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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는 아무래도 개인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이다 보니 사회적 이슈로 선점되기에 보다 용이한 측면

이 있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의 영역은 특히나 복잡한 쟁점들을 내포

하고 있다. 종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내면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며,

신앙, 믿음이라는 정신적 작용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는 누구도 탄압을

받을 수가 없으며,58) 마음에 담아 스스로 향유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어

떠한 제약을 가하고 받는다는 것은 당위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마음 속에서만 누리는 것은 종교

라고 이름붙여지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믿음에 그칠 것이다.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이를 나누고 그 틀 하에서 하나의 가르침 내지는

계율을 공유하며 지키고자 의사를 같이하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면, 문제

는 좀 더 복잡해진다.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사고 작용에서 그쳤던 것이 다수의 의사 합

치와 행위를 수반하게 되고 이 경우 대외적인 활동으로 불거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종교는 개인에서 사회로 확장되어 나가는 일종의 매개체라고 볼 수

상황이라고 인정될 경우 개인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국가의 존립 기반과

안전 역시 보전하기 위해 어느 선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즉, 국가가 개입하는 선이 감염병으로 인해 유·무형의 신체

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한 지원인지, 감염병 발생을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가 작용이 힘들 정도라서 이른바 헌법 제76조에

따른 ‘긴급명령’을 발동할 필요까지 있는지 등 그 한계에 대한 논의는 다양

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황희, ‘코로나19 시대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 – 국가

긴급권의 행사가능성과 정부의 해명책임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2021년

3월 공동학술대회(코로나19 시대의 기본권 보장), 한국헌법학회, 2021,

91-92면.
58) 헌재결 2001. 9. 27. 2000헌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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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종교의 의의와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로 어떻게 규정되고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2. 종교의 원초적 개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

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말하는 종교란 각기 여러

형태로 발전되고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종교로 이야기하

는 어렵다. 통상 기독교나 이슬람교, 유대교 등과 같이 하나의 유일신(唯

一神)을 경외와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의 행동 양식을 바탕으로 믿

고 따르고 일정한 규율을 통해 숭배하는 과정을 거치며 마음 속에서 안

정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도 있고59), 불교나 힌두교와 같이 어

느 하나의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

은 수많은 신을 숭배하는 종교도 있다. 또는 도교와 같이 인간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떠한 자연적인 원리60)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는 종교

도 있는 등, 종교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어느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

다.

즉, 통상 대상이 초현실적이고 초월적이기 때문에 신앙과 유사한 맥락

으로 이해되어 온 것으로, 신(神)과 피안(彼岸)에 대한 내적 확신을 필요

로 한다.61) 좀 더 구체적로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봉과 의지, 신에 대

5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1221면., 박규환, ‘종교의 자유 기본권 재

고찰 – 법적 논증을 위한 신학적 고찰의 필요성’, 유럽헌법연구 제33호, 유

럽헌법학회, 2020, 192면.
60) 흔히 이를 도(道)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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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확신을 가진 세계관 또는 그 가치의 집합적인 개념 등을 통칭하기도

한다.62) 따라서 어느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람

직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즉, 종교는 어느 하나의 정의로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며, 정의 자체에 유동성이 있고 따라서 어떠한 정의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63) 외국

에서도 수많은 종교의 의미 자체를 인정하는 다원주의에 기반하여 종교

의 개념을 하나의 정의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

는 바, 종교의 개념 자체를 하나로 결정짓기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설명

하기 위한 일종의 기능적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다.64)

나아가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종교적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규율과 내용이 다른 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65) 의식

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는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세계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혀 체계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

슷한 정의나 규범으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를 일의적인 의미로 정의하기보다는 본인 자체

가 가진 신념의 형식화되고 규율화된 대외적 발현의 수준으로 다소 포괄

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통용 가능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파악될 경우 종교는 여러 가지 단면을 가지게 되는데, 의식

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 신화적인 측면, 교리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

61) 송기춘, ‘종교 관련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헌법학연구 제12

권 제5호, 한국헌법학회, 2006, 115면.
62) 송기춘, 위의 글, 115-116면.
63) 김종철,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소고’,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4

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3, 39면.
64) 김백유, ‘종교의 자유’, 성균관법학 제23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37면.
65) 박규환, 위의 글,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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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회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66) 이

전반적인 단면들의 특징은 결국 문화적, 역사적 굴레라는 하나의 일정한

인류의 삶의 양식의 일부로 편입되게 된다.

3. 종교의 헌법적 개념

상기 살펴본 바는 종교의 원초적인 성격에 기반을 둔 신앙 차원의 개

념이고, 실제 헌법적으로 종교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67)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대

상이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인지, 그리고 그 내용과 주체 등이 하나의 개

념으로 특정화될 수 있어야 한다. 종교가 원초적 특징상 하나로 정의되

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법은 사회 질서 유지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

을 위해 최소한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만큼 종교가

어느 정도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을 만큼 각 종교별로 공통

되는 요소들을 묶어 개념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적 개념으로서 종교는,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방식이어야

하며 계율 내지는 체계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바로 상

기 언급한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 속에 들어만 있는 방식으로 법적 개념으로까지 확장하기는 어렵다.

물론 ‘동기’와 같은 개념을 우리 법 체계에서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

소한의 하나의 기본권의 형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외적 체계를 유지

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68)

66) 윤진숙,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115면.
67) 이하 송기춘, 위의 글, 116-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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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는 헌법상 다른 기본권 개념들과 양립할 수 있는 개념적 준위

를 가져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개념들, 이를테면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과 지나치게 배치되는, 그만의 독특한 기본권 의미

를 가져서는 안 되며, 국민으로서 헌법적으로 이는 지켜줄 필요가 있겠

다는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69) 이에

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들이 종교를 믿지 않을 권리,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의 삶을

아무런 방해나 제약,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종교의 헌법적 개념은 그 나름대로의 독창적

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어느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

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측면을 종합해 봤을 때 ‘초월적 존재에 대한 내면

의 신앙적 지지와 의존의 마음가짐의 집합체를 대외적 규율과 체계화를

68) 이를테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교

의 경우에는 믿는 대상, 믿는 방법, 지켜야 할 규칙 내지는 계율 등이 정해

져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의 구분도 비교적 명확한 편이

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 속에서 어떤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종교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종교의 개념은 물론 법적 규율체계에도 혼선을

가지고 올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 즉, ‘생각’과 ‘종교’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69)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독특한 특성

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상기 언급한 바대로, 종교

의 자유가 하나의 일의적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공통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몸의 어떤

특성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적용될 수가 없다. 하지만 종교의 경우 애초

에 종교의 의미 자체가 각 신앙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전 국민의 기본권

이라고 놓고 보기에는 다른 기본권들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종교

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종교를 가질 기본권과

종교를 가지지 않을 기본권을 동시에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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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발현한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

는 것은 신앙심의 집합70)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법적으로 종교

의 개념으로 구체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제 2 절 종교의 자유

1. 의의

위와 같이 살펴본 개념의 종교를 누구나 다 향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요지이다. 종교의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

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믿고 따를 자유를 의미한다.71) 여기서 중요한 것

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종교를 원할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종교를 어떠한 방법으로

통해 믿을 것이 모두 포함된다.72) 종교의 종류와 종교의 신봉 방법에 대

한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데, 이 중 후자가 다소 다른 기본권에 비해 독

특한 영역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대로 종교란 내면적 신

앙심을 넘어 대외적으로 표출되어야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이

70) 이를 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다. 하

지만 집합이 반드시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합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 심경(心境)과 같은 불특정 마음 상태 등도 포함시킬 수

있고, 실제 종교는 어느 한 가지 형태의 마음 형태는 아닐 것이므로 집합의

형태 중 볼 수 있을 것이다.
71) 김백유, 위의 글, 34-35면.
72) 헌재결 2001. 9. 27. 2000헌마169; 헌재결 2004. 8. 26. 2002헌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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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언뜻 당연한 것

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단순히 당연한 것이었으면 종교의 자유가 국가의

공공의 안녕과 복리 증진과의 충돌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

다. 종교의 자유의 구현 방법은 단순히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

한되는 것이 아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혹은 집 안에서 종교를 믿는 사

람들끼리만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다중이 모인 시설

내나 실외에서 큰 행사나 외침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요컨대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자유 중 하나로 인식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헌법 제정 이후 종교의

자유가 어떠한 모습으로 헌법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본 후에, 종교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설해 보는 과정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2. 종교의 자유의 연혁

종교의 자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온 기본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 나아가 오늘날의 의미의 종교라고

할 만한 어떤 기본 신앙이란 것은 없었고 전반적인 무속신앙 내지는 토

속 신앙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종교의 자유는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

라도 그렇고 크리스트교 내지는 기독교 역사를 바탕으로 그 형태를 구성

해 왔다.73) 313년 밀라노 칙령 이전 시기만 해도 기독교는 탄압의 대상

73) 박규환, 위의 글,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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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당시 유럽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기독교를 믿는

다고 대외적으로 나섰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다. 기독교인들은

지하에서 활동을 전개하다가 점차 양지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끊임없이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해 오다가 마침내 로마 제국의 공인

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후 중세를 거쳐 오며 기독교는 국가 통치 체제와

대등한 위치에서 유럽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기제가 되었다.

이러한 유럽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오늘날과 같은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

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권력 다툼 사이에서 세속적

인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패 내지는 도구로 쓰였다는 점에서 오늘

날과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였다.74)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 법적 토대는 미국 수정헌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75)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가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롭게

종교를 믿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 일종의 정교

분리에 더해 종교의 자유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76) 첫 번째 조항에 규

정해 둔 것에서부터, 개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미국의 경향

성은 물론, 그 중에서도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점에

서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타 국가의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 규정사항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종교 행사를 방해 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아울러 바이

마르 공화국 당시 종교의 자유 행사에 의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제한

74) 최윤철,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 교사의 머리수건 착용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2집 제3호, 한

국공법학회, 2004, 226면.
75) 윤진숙, 위의 글, 119면.
76) 윤진숙, 위의 글,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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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도록 하고 누구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가지고 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직상 제약을 받거나 할 수 없다는 규정, 종

교단체의 종교행위가 강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그대

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종교

의 자유 조항도 함께 포함되었다. 미국 수정헌법을 비롯해 다른 여느 민

주공화국에 발맞추어 각종 기본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면서 종

교의 자유도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직전 일제강점기 말기에 일본

의 국교였던 국가신도(國家神道)를 강제로 믿도록 한 데 대한 반감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해방 후 바로 한반도에 진주한 미 군정의 영향으로 미

수정헌법의 색채가 일부 개입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77)

1948년 제헌헌법상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동시에 언급

되어 한 조문으로 포함되었다.78) 이 당시에는 종교가 아닌 신앙이라는

차원으로 서술되었으며,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마음 속에서 발현되는

정신적 사고 작용의 일종으로 역시 내면적 작용의 하나인 양심과 동일

선상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상기 지속 언급하였듯이 종교는 대외적

인 발현을 통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정신적 작용

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종교보다는 신앙이라는 표현이 더 적

절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헌법 개정 작업 중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면, 1962

년 대한민국 헌법 제6호 개정 당시에는 ‘신앙’이 ‘종교’로 바뀌었고 양심

의 자유가 분리되어 별도 조항으로 나뉘었다.79) 1962년 개정 당시는, 군

77) 박규환, 위의 글, 191면.
78) 제헌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

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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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정권의 정당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80), 적

극적인 기본권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여기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를 분리하게 되었다. 기존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로 보다 대외적·

사회적 의미로 확장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양심의 자유는 별

도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이후 1987년 현행 대한민

국 헌법 제10호에서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조문 번호와 순서만

변경되었다.81)

3. 종교의 자유의 내용

1)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구성에 대해서는,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

적으로 신앙 그 자체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82)83)84) 신앙의 자유는 말 그대로 내면적 의미로서 어떤 종교를 가

79) 대한민국 헌법 제6호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

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80) 혹은 그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헌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볼 수도 있다.
81)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

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82) 성낙인, 위의 책, 1222면; 송기춘, 위의 글, 118면; 윤진숙, 위의 글, 120면.
83) 종교의 자유를 좀 더 분설하여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

회·결사의 자유로 구분하거나 한 번 더 분설하여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

까지 나누어 보는 경우도 있다. 성낙인, 위의 책, 1223면; 윤진숙, 위의 글,

120면.
84) 헌재결 2001. 9. 27. 2000헌마169; 헌재결 2004. 8. 26. 2002헌가1; 헌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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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포괄하며, 이에는 아무런 종교를 가지지 않

을 자유까지 함께 포함하는, 즉 신앙심을 가지지 않을 소극적인 의미까

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85) 다시 말해 무종교의 자유가 포함

되며, 이에 더해 신앙고백의 자유까지 모두 포함하므로 이를 이유로 공

직의 제한이라던가 시험을 부과한다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86) 앞

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대로, 내면에서 스스로 신앙심을 되새기고 초월적

존재에 귀의하는 마음가짐은 개인 누구나 제약 없이 가질 수 있는 자유

이며, 내면에 머무르는 한 타인이나 사회에 갈등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어떠한 방법으

로도 제약을 가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대적 자유라고 보아야 한다.

87)88)89) 즉, 종교의 자유에서 사회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의

자유보다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행위란 내면 속의 신앙심으로 대표되는 종교를 신봉하는 마음

을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을 총칭한다.90) 이 행위에는 기도, 예배, 법

2015. 4. 30. 2013헌마190.
8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490면; 김종철, 위의 글, 43면.
86) 미국 수정헌법 제6조제3항
87) 권영성, 위의 책, 491면; 성낙인, 위의 책, 1223면; 대판 1956. 3. 30. 1955행

상21; 헌재결 2001. 9. 27. 2000헌마169.
88) 인간의 사유 활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으로도 당위적으로

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제약될 수 없다.
89) 단, 신앙의 자유 역시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제약이 가능하다는 견

해도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423면.
90) 성낙인, 위의 책, 1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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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미사, 독경, 시일식 등 각종 종교활동이 모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및 종교교육

의 자유까지 두루 포함될 수 있다.91) 종교적 행사의 자유란 이러한 내심

의 종교적 신앙심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직접적 행위 내지는 의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92)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란 기존의 집회·결사에 특별법적인 성격을 더한 것으로, 종교적 의미와

목적을 더하여 종교 활동 내지는 의사 표출을 목적으로 하여 집회와 결

사를 형성하거나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이 경우 기존의 집회

및 결사에 적용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옥외집

회와 시위의 신고, 통상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한 등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 규정상 내용93)이다. 또한 결사의 자유는 단체 내

부 규제 등 사항에 대한 자치적인 판단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의 내부 규제에 해당하여 이는 사법심사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94) 즉, 이러한 점을 통해

보았을 때 종교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자유권보다 특별하게 더

우선되어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신적 신념으로부터 발원하여

본래 제한되지 않다가 대외적으로 발현되는 상황 속에서 제한되는 특수

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제한 가능성은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보다 보

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함이 타당하다. 이른바 일반적인 경제

91) 헌재결 2015. 4. 30. 2013헌마190; 헌재결, 2016. 6. 30. 2015헌바46.
92) 송기춘, 위의 글, 118면.
9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

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김백유, 위의 글, 43면; 대판 1981. 9. 22. 81다276; 대판 1978. 12. 26. 78다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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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로서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 양심적 자유, 표현의 자

유 등 정신적 근원에서 발원한 기본권은 제한 시 그 판단 기준 자체를

달리 해야 한다는 ‘이중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95)

선교의 자유란 자신이 믿는 종교적 신념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전

파하고 종교를 믿도록 하고 신자를 모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96) 이

러한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를 본인

이 믿는 종교의 신자로 포섭하는 이른바 개종(改宗)의 자유까지 모두 포

함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97) 종교가 가지는 대외적 성격이

투영된 자유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선교의 자유는 임의의 장소

에서까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자유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98)

종교교육의 자유란 말 그대로 종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

유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종교에 대한 내용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자

유와 이러한 교육을 받을, 또는 받지 않을 자유까지 두루 포함된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99) 이는 학교의 경우에도 일명 ‘미션 스쿨’이라고 불리

는, 종교 재단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는

데에서도 드러나나, 다만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서 설립한 학교인 국·공립학교에서는 이렇나 종교교육의 자유를 인정

할 수 없다.100) 판례도 교육기관이라는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국민의 교

95) 임지봉, ‘집회의 자유와 재산권 충돌에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

치, 서강법학 제12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08면.
96) 성낙인, 위의 책, 1223면; 김백유, 위의 글 43면; 윤진숙, 위의 글, 120면.
97) 대판 1996. 9. 6. 96다19246.
98) 헌재결 2008. 6. 26. 2007헌마1366.
99) 김백유, 위의 글, 45-46면.
100) 교육기본법 제6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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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기본법과 같은 규정상 규제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01)

4. 정교분리의 원칙

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를 분

리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당연하다

고 볼 수 있는 규정이지만, 인류가 태초 출범한 이래부터 정교분리가 아

닌 제정일치 시대였던 기간이 더 길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그간 정치

와 종교는 그 주체가 사실상 같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건국 신화인 단군신화만 하더라도 단군이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시의 제사장(祭司長)을 의미하며 제사장이 사실상의 정치 지도자

의 역할까지 같이 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종교 지도자는 제도적 군주와

사실상 동일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의 경우에는 기독교 문화를 근간에 두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모

든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하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분리를 표방하고 있다.102)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기도문

이나 성서낭독을 시키거나, 신의 존재를 믿어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위헌으로 본 바 있다.103) 비록 기독교 이념

을 바탕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기반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

고 한 가지 종교를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직도 이슬람 국가 등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

101) 대판 1989. 9. 26. 87도619.
102) 성낙인, 위의 책, 1227면.
103) Engel v. Vitale, 370US421 (1962); Torcaso v. Watkins, 367US488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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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고 국교로서 이슬람교를 채택하는 등 제정일치 사회의 모습을 그

대로 보여주고 있다.104) 일본의 경우에도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중반까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전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믿

도록 하였고 이를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에도 똑같이 실시하였던 전례가

있다. 국가별 헌법 조항을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정교의 ‘분리’를 표방하

는 국가는 사실 많지 않으며 대체로 중립성이라는 측면으로 포함되어 있

는 경우가 많다.105) 독일의 경우 국가의 종교 중립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핵심 원칙으로 인정은 하고 있으며, 종교

를 이유로 국가가 국민의 문제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106) 21세기에 접어들었으나 종교가 국가 운영에 개입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 단면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 운영 방식

은 종류가 다를 뿐 실제 어떤 모습이 현대적이라거나 원시적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어떤 것이 발전된 것인지의 차원이 아닌, 그간

주로 세계 국가의 운영 방식과 원리, 문화에 대한 논의 흐름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서구의 자유주의 모델에 따라 익숙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이것이 꼭 정답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

며 사실상 국가와 종교의 성립 원리가 한 명의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와 같은 욕구의 해결을 위해 의지할 곳을

찾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간 태동 이래 도

리어 자연스러운 모습 중 하나는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다.107)

104) 박규환, 위의 글, 200면.
105) 이석민, ‘종교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과 한계 – 중립성의 두 가지

함의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45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3, 71면.
106) 황동혁, ‘종교적 동기에 의한 행위의 헌법적 보호’, 법학연구 제56호 제4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8면.
107) 어찌 보면 국가와 종교가 태동하게 된 배경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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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교가 그 신념이 맹신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도리어 악용하여

그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세력만이 이익을 보고 종교를 믿는 사람

들에게 피해만을 입힐 가능성,108) 오늘날 자유주의, 다원주의가 전 세계

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고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원초적인 보호에 대한

욕구로부터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성과 논리에 기

반하여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다면 무조건적인 맹신을 거부하는 개인이

증가해 가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점차 종교는 국가의 운영 원리의 하

나로서의 기능을 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교(國敎)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부인된다. 따라서

국가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보호나 우대를 할 수 없으며 오직 그 종교만

을 이유로 일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면제한다거나 혹은 타당하지 않게

부과하는 입법을 할 경우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109) 역으로 종교

방할 수 있다. 태초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약한 존재였던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그 무리 안에서 규율을 만들며 자기 자신을 보호하

면서 하나의 세력을 구축하게 된 결과물이 국가라면, 종교 역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훨씬 초

월적이고 강력하다고 스스로 믿어 그 의미를 부여한 특정한 존재(혹은 특

정하지 않은 존재)에 대한 신앙심을, 똑같이 공유하는 사람들과 하나의 군

집을 이루는 것으로서 성립의 배경부터 그 구성 양식까지 유사한 면이 많

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또는 정치 지도자가 사실상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
108) 서양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 종교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물론 종교만이 오롯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역사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종교적 이유만으로 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종교적인 이유가 정치의 부정적 면을 확장하여 개개인에 도리어 피해를

미쳤다는 점에서 점차 종교가 인간의 삶 자체를 지배하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비이성적이고 비함리적인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점차 종교와 국가

의 정치, 사회 운영 간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109) 헌재결 2010. 2. 25. 2007헌바131; 대판 2009. 5.28. 2008두1693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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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도 제한되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는 사실

상 서로 같은 영역으로 묶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10)111)

5. 종교의 자유의 효력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와 판례들이 있지만, 본고에서 다

루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추가적인 논의는 생략하

기로 한다. 본고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

회·결사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즉 같은 종교를 믿는 신자들끼리 대외적

으로 어떠한 의사 표출을 위한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개인 스스로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것이나, 혹은 교육 활동

에 대한 것이라거나 하는 것은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의 국가 행정

작용과 상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의 주제가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으로는 그 자유 자체를 외부의 압력이나 강제로

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소극적 효력,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사인에 대한 효력도 주장할 수 있는, 이른바 대사인적 효력, 제3자에

대한 효력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12) 또한 종교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와 연결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

다.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교를

신봉하는 여러 개개인이 모인 하나의 집단 형성을 본질로 하므로,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앞서 살펴본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하여 단체를

110) 대판 1973. 5. 22. 73도525.
111) 다만 이는 종교단체에 한정한 것이고, 신도는 그 종교단체의 이념이나 활

동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성낙인, 위의 책, 1229면.
112) 김백유, 위의 글, 47면; 윤진숙, 위의 글,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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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는 그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113) 이와 같은 자유와 권리의 내용이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

는지가 뒤이은 장에서 살펴볼 종교의 자유의 한계 및 제한 가능성과 연

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제 4 장 종교의 자유의 한계 검토

제 1 절 종교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논의

1. 의의

상기 살펴본 종교의 자유 범위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한도 없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도 있지만, 그것은 내면적인

발현에 한정될 때만 해당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

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본권이라 해도 절대적 기본권인지 상대

적 기본권인지 여부에 따라 제한의 여지는 달라질 수 있는데, 내심으로

신앙심을 형성하는 것은,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사유의 영역으로서 제한받을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의 하나로 보는 것이

113) 송기춘, 위의 글,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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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114)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행사, 집회, 결사 등 구체적인 대외적 행위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는 사회적으로 타인과 국가 질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이 때부터는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대

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도 통상 종교의 자유 자체가 인간의 정

신 세계로부터 기초한 것이어서 내적 신앙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경

우에는 제한 또는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이지만 이것이 행위의 형태로

대외적으로 발현되는 경우에는 국가 공공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다.115)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측

면에서,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종교의 자유가 어느 선까지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

설하여 살펴본다. 먼저 일부 제기된 소들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개괄

한 후, 해외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왔는지, 그리고 종교의 자유 중 특

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았을 종교 집회,

정규 종교활동, 소모임 등 활동에 대하여 그 제한 가능성 및 한계에 대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헌법소원 사례 : 종교 집회, 종교 활동의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 논의

1) 종교 집회의 자유 침해 주장

114) 종교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생각과 사유의 영역이라고 봤을

때, 이는 말 그대로 인간의 내적 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생각

을 품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행위의 동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생

각 자체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 등은 사실상 입

증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5) 대판 1996. 4. 28. 96도2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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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제기된 헌법소원의 내용들을 보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

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의해 시행되는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종교

집회 또는 종교 활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종교 집

회가 제한된다는 헌법소원 제기 사례116)를 보면,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

임을 예로 들어 이를 종교적 ‘집회’로 보고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적 집

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한다. 상기 살펴본 대로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교에 관한 집회에 대하여 법령상 여러 제한들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종교적 집회를 다른 집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

고 있는 헌법 제20조제1항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21조제1항117)의 일종의 특별법 내지는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집회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며

이는 판례의 견해이기도 하다.118) 쉽게 말해 기존 집회를 금지 또는 제

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내지는 입법보다 더 엄격하고 심도 있는 검토

를 거쳐야 하므로, 웬만한 제한 논리로는 제한당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

이 요지다. 또한 어떠한 특별한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강력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보고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

고 보기도 한다.119)

116) 2020헌마1678.
117)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

유를 가진다.
118) 대판 2007. 4. 26. 2006다87903.
119) 송기춘, 위의 글,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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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

아울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논리도 함께 전개되고 있다. 헌법

상 과잉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

동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내지는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법률 체계상 정당하여

야 한다는 목적의 정당성,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

여야 한다는 방법의 적절성, 그 방법을 통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 그 방법을 통해 지키고자 하는 공

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 비교형량을 통해 봤을 때 공익의 크기가 더 커야

한다는 법익의 균형성을 통틀어 포함한다.120)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감염병예방법」상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상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하여, 먼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본문의 언급상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예방조치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뭔가 그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다른 수단이 있다는 것이

다.121) 더 사회적 피해가 덜한 방법이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조치였다는

120) 헌재결 1992. 12. 24. 92헌가8.
121) 예를 들면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라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

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

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 제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종교 집회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

리는 것 외에 더 약한 조치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

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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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방법의 적절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방법만이 오롯이 필요

하여 다른 단계의 조치로는 동일한 목저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당해 상

황의 중대성과 급박성이 인정되어야 하나122)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

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조치는

더 넓은 범위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집합 자체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정인 반면 감염병 발생 사후 「감염병예방법」상 차단조치의 경우가

보다 작은 범위에서 더 적은 제약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 법률 체계의 정

합성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제약 효과가 단순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추상적 목적으로 되어 있어 근거와 사유

가 명확해야 할 기본권 제한 조치의 법적 명분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

적, 이에 따라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실제 종교 집회의 제한 등을 행하였

으며 이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고

이 경우 종교의 자유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침해받게 된다는 지

적, 이에 따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단순

히 ‘감염병 예방’이라는 구체성이 모호한 목적을 위해 종교의 자유라는

한 차원 높은 본질적 기본권123) 즉, 사익을 침해했다는 지적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22) 명재진, ‘코로나 사태와 종교의 자유’, 교회와 법 제7권 제1호, 한국교회법

학회, 2020, 28면.
123) 헌재결 2008. 7. 31. 2004헌마1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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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교분리의 원칙 위반 주장

이어 주장되는 근거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현세적인 생활에만 관여할 수 있고 내면적·신앙적 생활에

는 개입하지 말아야 함에도124) 예배의 형태 또는 방식을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에서 정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지정한 것이기 때문

에 국가가 사실상 개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특정 방향으로 제약을 가한

것이므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이다. 또한 이로 인해

자신의 신앙을 자유로이 고백할 수 있는 종교활동의 자유라는 국민의 자

유와 권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위험을 미친다는 것이다.

3. 해외 사례

1) 미국

해외에서는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많이 인용하는

것이 미국연방대법원이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New York) 주지

사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판결이다.125) 뉴욕

주에서는 구역을 레드(red) 구역과 오렌지(orange) 구역으로 나누어 레

드 구역에서는 10명 이하, 오렌지 구역에서는 25명 이하가 참석이 가능

하도록 하였는데, 가장 기본적인 종교활동 중 하나인 예배에 대하여 참

124) 서울고법 2006. 11. 16. 2006나21639.
125)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New York v. Andrew M. Cuomo,

592 U.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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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자 수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만족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 참석자들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덜 규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종교활동 이외의 다른

활동들은 그만큼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고 예배활동으로 인해 반드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

다는 것이며, 기독교나 유대교 등은 대면 예배가 하나의 전통이기 때문

에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2) 독일

한편,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종교 집회에 대한 금지명령을 살펴본

다.126) 독일의 헤센(Hessen) 주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교회나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사람

들이 모이지 않는 비대면 예배의 경우 허용하였다. 이에 대해 종교의 자

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의 취소와 현재 내려진 행정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127)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비록 시민

의 종교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고 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보았으며, 종교의 자유가 제한이 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다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행

정명령의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하였다.

그 밖의 사례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언급을 하

126) 송기춘, 위의 글, 246면 이하.
127) VGH Hessen, 07. 04. 2020.–8 B 892/2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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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거나, 혹은 상기 살펴본 두 가지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종교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혹은

종교의 자유보다 감염병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록 어느 정도 제한

이 되더라도 이는 전체적인 국가의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종교활동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1. 의의

종교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상술한 대

로 본고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충돌한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크게 종교활동 그 자체의 자유

와 종교 집회의 자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볼 종교 영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종교활동에 대한

제한과 종교 집회에 대한 자유로 나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따라 종교활동 중 대외적인 활동의 영역에 대한 제한이 우선 존

재하며, 그 중에서도 대규모의 군집 활동에 의해 종교활동이 그 규모가

확장된 형태가 종교 집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람 간의 접촉을 막는

것이 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제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종교활

동과 종교집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먼저 기본적인 종교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부터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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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종교활동이라 함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미사, 법회, 시

일식 등 각종 여러 가지 종교에서 각자가 믿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존경

과 숭배를 표현하기 위한 집단적 활동을 의미한다. 본래 이러한 활동은

타인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이상 그 활동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

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 전파 위험, 특히 종교시설에서의 집

단 감염 사례들을 바탕으로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종교활동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제한 조치를 부과하였다. 이것이 종교활동

그 자체에 대한 제한으로서 기본권 침해 요인이 있는 조치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2.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조치 개괄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간단히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하에서 1단계부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성가대나 큰 소리로 육성

기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다.128) 2단계부터는 모임, 행사, 식사, 숙

박도 금지하고 실외 행사는 일반 행사 기준129)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역시 큰 소리로 육성 기도하거나 찬송 등 노래하는 행위는 금

지되었다. 다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백신 접종

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 등을 감안하여 백신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였을 경우 성가대,

소모임 등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128) 보건복지부, 위의 글, 39면.
129) 일반 행사의 경우 1단계에서는 500명 미만,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 3단계

에서는 50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금지되었다.



- 52 -

즉 종교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종교활동

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후 이어질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종교계의 주장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했다.

[표 4.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하 종교시설 방역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용
인원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수용인원의
10%

모임
행사
등

모임·행사·
식사·숙박
자제

모임·행사·
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
(100명 미만)

모임·행사·
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
(150명 미만)

모임·행사·
식사·숙박
금지

성가
대
등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통성기도 금지

예외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의 경우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산정 제외,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성가대,

소모임 가능

3. 종교활동에 대한 제한 여부

1) 종교활동 제한 근거가 명확하고 분명한지 여부

앞서 언급된 종교의 자유 침해에 관련한 헌법소원 등 제기에서 나타

난 사유들을 바탕으로 실제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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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먼저 그 제한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조치의 근거

조항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는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의 준수를 명

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사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어떠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

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에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의학적 방법에 의한 예방접종 등을 통한 방법이 있고 접촉을 줄

이는 방법 등 사회적인 대외 활동을 스스로 주의함으로써 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국가가 강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방한다는 것인지 애매할 수도 있다. 사실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조

치가 실제 감염병 예방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입증이 가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있어 감염병 예방조치는

그러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지적은 전문

가들로부터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도 특별히 어떤 근거를 가지

고 종교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130)

130) 이를테면 4단계에서 종교활동 가능 인원 수는 수용인원의 10%이고 3단계

에서는 20%인데, 이때 10%와 20%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

도리가 없다. 거리두기 3단계 설정 기준은 확진자 수 전국 1,000명 이상(수

도권 500명 이상), 4단계 설정 기준은 확진자 수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인데,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올라갔다고 해서 종교활동의

인원 수를 수용인원의 20%에서 10%로 줄여야 할 명백한 근거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제시되고 있는 것은 없다. 수용인원의 20%라 함은, 통상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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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

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31) 즉 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각종 조치의 경우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

며 감염 위험으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이 명백하고,

사실 이보다 더 강력한 목적 조항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예방조치는

말 그대로 사전에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감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접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132)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는 다 이러

한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의학적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지 않더

라도 국민 누구나 합리적 상식에 근거하여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

이고 그 의학적 근거마저도 지속적인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

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따라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

떠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 수범자인 국민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

운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라고 보인다. 또한 ‘감염병 예방’이라는 기준은 어떠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감염병 위기 상황이 어느

에서 5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1명만 앉을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때 어느 정도 간격으로 띄어 앉아야 비말이 전파되어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제시된 바가 없다.
131) 「감염병예방법」 제1조
132)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비말(飛沫)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으

로 이러한 특징에 따라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말이 전파되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비말이 전파되지 않을 환경

이란 결국 침방울이 나오는 입과 입을 가까운 곳에 두지 않을 환경이며,

그러한 환경이란 사회적 대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즉 대면 접촉

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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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해외 사례의 경우를 보아도 감염병 예방에 있어 이와 같이 포괄적이

고 추상적인 조치 기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독일의 감염병

예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인간 감염병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Infektionsschutzgesetz)」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제

28조)으로 우리나라의 예방조치와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133) 같은

조 제1항에서 감염병 환자, 감염질환의심자, 감염의심자, 무증상 감염자

가 확인되거나 그러한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방조치의 내용으로서 감시(제29조), 격리조치(제30조), 직업

활동의 금지(제31조) 등을 언급하고 있다.134) 우리나라보다 일부 규정의

문언이 길다고 할 수는 있으나 결국 그 예방조치의 목적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경

우에 한한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

역시 시기를 가리지 않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소 추상적

일 수는 있으나 감염병 위기의 특성상 유사한 수준으로 법 문언상 규정

133) 박원규, ‘감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법적상황 및 논의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경찰

법학회, 2020, 108면.
134) 박원규, 위의 글, 108-109면; 이기춘, 위의 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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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밖에 없으며 대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상의 규정은 그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인정될 만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물론 제2호의 규정은 흥

행, 집회, 제례 등과 같은 집합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고 제2호의2의 규정

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

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의 준

수를 명하는 것이어서 명시적으로 종교활동의 제한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 자체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

소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한다는 것으로부터 그 ‘장소’나

‘시설’에 종교시설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 등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로부터 봐도 그렇지만, 종교시설

자체가 감염에 위험한 환경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회나

법당 등 종교시설의 경우 신자들이 가까이 붙어앉아 육성으로 소리를 내

어 기도를 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은 코로나19 바이

러스가 전파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감염병 예방조치의 목적은 분명하다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의의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종교활동의 제한이 과잉금지

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과잉금지의 원칙의 구성 요소인 목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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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검토해 보고

자 한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범위 하에

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

으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위헌심사 시 판단 기준이다.

나. 목적의 정당성

먼저 목적의 정당성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개별 법률의 입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다. 이 때 물론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 그 자체에도 그러한 정당한 목

적이 있어야 하겠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조치 자체의 경우도 정당

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135) 이러한 맥락에

서 살펴보면 상기 언급한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검토와 맥락이 통하

는 부분이 있다. 감염병의 예방 그 자체는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으로부

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헌법 제37조제2항상의 목적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

치 역시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목적의 정

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35) 성낙인, 위의 책, 1037면; 헌재결 1999. 12. 23. 99헌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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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법의 적절성

방법의 적절성 원칙은 국가가 입법 등 작용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사안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방법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136)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여야 할

문제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그 자체가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

성에 있어 필요하고 효과적인 조치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는 자명한 사실

인 것은 확실하다. 거리두기는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사람 간

의 대면 접촉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

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하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후 코

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재생산지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137)

136) 헌재결 1989. 12. 22. 88헌가13 등.
137) 2020년 2월 신천지 집단 감염 발생 이후 2020년 8주차에 해당하는 2월 중

순경 감염재생산지수는 9.35에 해당하였고, 이후에도 3월까지 1.94 등 1.0

이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감염자 1명이 1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유행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난 2월 29일부터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

하(2020년 11주차 기준 0.67)로 떨어졌고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도

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를 유지하며 감염병 유행

및 확산 차단에 효과가 있음을 수치로 드러내었다. 이후 2020년 말인 47주

차 이후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재생산지수가 1.52 등 1을 상회하는

수치가 지속 유지되었고 종교시설은 물론 병원, 교정시설 등 다양한 경로

로 확진자가 발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강력하게 시행하여 다시 2021년 2주차 이후 감염재생산지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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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해의 최소성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에 적합한 수단 중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며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조치를 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138) 즉 다른 대안이 없을지를 여러 각도

로 검토하여 가장 적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례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무조건 가장 합리적이거나 효율

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

정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하는 것

이 아니라고 본 바 있다.139)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의 경우에는 사실 이를 검토하기가 쉽

지 않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시

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러한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살펴보면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

질 당시의 확진자 증가세는 상당히 높았다. 적어도 안정세가 이루어지는

시기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하면, 언제든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났고 특히 종교시설에서

의 집단 감염이 대규모 감염 발생 시마다 항상 함께 언급이 되었기에 종

교시설에 대한 조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측면이 있었다.140)141) 종교시

이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

나19 바이러스 감염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은 실증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유명수 등, 위의 글, 284-286면 참고.
138) 헌재결 1998. 5. 28. 96헌가5.
139) 헌재결 1996. 12. 26. 96헌가18 등.
140) 제1차 대유행 시기인 2020년 2월에는 신천지 집단감염, 제2차 대유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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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종교시설 내에서의 대면 활동이 곧

소모임이나 식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특수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면예배의 경우에는 예배 전후로 소모임이나 식사가 이

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대면예배 가운데 성가대의 찬송 등이 동반될

수 있고 예배 과정에서 육성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는 과정은 모두 코

로나19의 감염 위험과 직결된 행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종

교시설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방역조치를 통해 종

교활동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 이와 같은 대면예배 인원의 제한 조치와 성가대 금지

등 방법 외에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

면 그러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복적으로 언급

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조치인데, 이러한 목적을 감안했을 때 감염을 막을

만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142) 감염병을 막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가 잘 이루어지는 환경을 차단하는 것과 예방접

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방접종은 의학적 방식으로서 별개의 맥락이므

로, 그 외에는 사실상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이 아닌 일정 인원 한도를 제시한 것을 피

해가 최소화된 조치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143) 설령

2020년 8월에는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으로

부터의 집단감염 등을 들 수 있다.
141) 송기춘, 위의 글, 258면.
142) 종교시설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지침에 준하는 행위의 자체적 제약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능했더라면 집단감염과 같은 사태도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다.
143) 종교단체에서는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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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에서 더 생각해 내지 못한 효과적인 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고

한들 아직 개발된 상태도 아니고 개발의 여지도 분명해 보이지 않을뿐더

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현저하게 불

합리하고 불공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부 대면예배의 필수불가결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오

늘날 IT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휴대전화의 대중화로 이제 얼굴과 얼굴

을 직접 맞대지 않더라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다. 즉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이며, 예배

의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한 점에 해당된다. 종교시설에 반드시 입장하여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하여야 할 물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오늘날

온라인 예배를 할 도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는 종교시설에서 충분히 안내하고 지도 가능하다. 또한 그러한 활동이

대면으로 해야만이 그 정신적 신념을 다 같이 모여 공유하고 발현시킬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

기에도 오늘날의 통신 기술의 발달, 특히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도 중계

되고 심지어 쌍방향 소통까지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는 종교활동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조치를 가했어야 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논리도 전개한다. 이러한 점에도 큰 오류가 존재하는 것

이, 국가 행정작용은 개별 특정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행정도 있을 수 있지

만 대체로 일정 정도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그 효과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예방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행정작

용의 경우에는 아직 위법행위라고 할 만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

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것이 그 성질상 당연할 수밖에 없는 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라는 것은 사실

상 사후적인 처벌 수준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목적과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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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진다.144)

그리고 대면예배는 여전히 전체 수용인원의 일정 비율 내에서 가능하

므로 대면예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면예배를 할 수 있고 대면예배와

비대면예배를 혼합하여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방법은 미국연

방대법원의 종교시설의 예배자 수 제한에 대한 위헌적 판단의 근거가 된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의 특정 정수 범위 이내 금지라는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일정 비율에 따라 금지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방역조치는 항구적으로 진행되는 조치가 아니다.145) 감염병

유행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종국적으로 코로나19

가 종식되면 사라질 제한조치인 것이다. 상황 변화에 따라 완화될 수도

있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필요 이상의 강력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바, 정부가 가급적

종교활동의 자유에 침해를 가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행할 필요

가 있고 그 제한은 단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146)

144)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한 사실을 교환하는 대화를 하기

도 하지만 마음에 담긴 생각이나 감정 자체를 나누기도 한다. 물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경우 표정에 따른 직접적 판단 등 소통에 있어 더 원활

할 수 있지만, 의사를 느끼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물며 영상 통화의 경우라면 음성만 사용한 소통이 가지던 문

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 준다. 일대일로 의사를 교환하는 전화 통화도 이럴

진대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일대일 의사소통이 아니라 다수의 집단이 하나

의 방향으로 신앙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크다고

하기 어렵다.
145) 송기춘, 위의 글, 262면.
146) 이준서, ‘코로나19 대응의 성과와 법적 과제’, 한양법학 제32권 제1집, 한양

법학회, 2021,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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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한조치는 그 제한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도의

기간만큼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목적이 전치(轉置)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 검토한 바를 바탕으로 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종교활동에의 일부 제한조치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은 이익형량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보호하려는 공

익의 크기가 더 클 때 제한조치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원칙이

다.147) 종교활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익이라고 본다면 방역조치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공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종교활동의 자유가 일정 부분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

외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과 같은 가치와 같은 수준으로 놓고 보기는

어렵다. 종교활동은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기에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없으면 안 되는 필수불가결성까지 주장하는 데는 개

인 간 차이를 무시할 수 없지만,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권리는 그 자체

로 인간의 존엄성 내지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기본

권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종교활동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

에서 감염병 전파 위험이 발생해 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사망 등 생

명에 위협이 일어난다면 국가로서는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147) 헌재결 1990. 9. 3. 89헌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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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148) 따라서 법

익의 균형성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

지금까지의 검토를 바탕으로, 종교활동의 자유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이상으로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조치의 목적, 현재 상황의

급박함, 실제 조치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실제 체

감하는 것과 헌법적 기본권 침해의 요소와는 결이 다른, 사회 전체의 안

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사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3) 정교분리의 원칙 위반 여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려면 정부가 사회적 거

리두기 방역조치를 통해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거나 혹은 믿지

않도록 했다는 최소한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예배의 형태 내지

는 방식에 대한 방역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국민의 내면적·신앙적

148) 결국 종교활동의 자유도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인정될 수밖

에 없는 것으로, 생명과 건강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우월함을 지닌 가치이자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아야 한

다. 이렇게 볼 경우 종교활동의 자유가 타인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

을 침해한다면 이는 제한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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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이에 따라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면예배 인원을 수용인원

의 일정 비율 이내로 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믿음을 바꾸라거나

혹은 개입하고자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로지 감염 위험 때

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면예배 인원을 제한하되 비대면 방식을 통

하여 서로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을 여전히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종교에 간섭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

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며 종교를 그 어떤 통제 범위 안에도 들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인 지위로 놓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소모임이나 성

가대 역시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금지되는 것이지 이

것이 마치 특정 종교의 믿음에 대해 개입하고 간섭하려는 목적으로 해석

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방역당국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방역 목적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될 것이다.149) 따라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야 한다.

4)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헌법 제37조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건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말하는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판례는 제한하는 경우에 기본

149) 만약 일반 국민의 신앙심에 개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종교 자체에의

접근을 막을 방법을 찾았을 것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직접적인

대면 활동’으로서의 종교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내용이기 때문

에 전혀 맥락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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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그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되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

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150)

사실 이는 앞서 검토한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일부 검토한 내용이기는

하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논의한다. 종교의 자유는 예배 그 자체가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

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는 어느 정도의 규율도 존재하겠지만 근본적

으로는 신도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예배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을 박탈당하

거나 종교 신도로서 자격이 없어지거나 혹은 신앙심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면예배를 수용인원의 20% 내에서 수행한다

고 하여 20%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신도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거

나 더 이상 신앙심을 발현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개인의 정신적 작용에 따라 내면에서 발현한 신

앙심 그 자체를 향유할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종교활동 그 자체가 종교의 본질적 성격, 내면의 신앙을 발휘하

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를테면 종교시설에서 예배를

수행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경의와 찬양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적인 신앙심과 유일신에 대한 확신을 외적인 행위로 내보

이는 것이 사실상 동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종교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곧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진배없다는 것이다.151) 다만 이러

150) 헌재결 1995. 4. 20. 92헌바29; 헌재결 1989. 12. 22. 88헌가13 등.
151) 한영만,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협력: 종

교 자유에 대한 권리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조화’,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20,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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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은 어디까지나 해당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한정되는 이야기이고

또한 그 종교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신앙심의 발현에 제한을

입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대체적

인 경우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 도리어 이러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예배나 미사 등 종교활동을 대면으로 수행해야

만이 그 신앙심의 발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 내지는 논리적

인정을 받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종교활동의 수행에 따른 사익보다는 어

느 정도 종교활동의 제약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의

크기가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종교를 믿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종교활동은 그 신앙심을 어떤

방식으로 발현할지에 대한 선택과 수단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고, 그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152) 이러한 종교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었

다고 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절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종교

활동의 자유는 곧 신앙심의 자유와 동일한 자유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그 내면으로부터 발현된다는 본질적 성격, 사회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은 동일화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조치는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

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152) 즉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도 종교 신도로서 활동을 충분히 했다고 믿는 사

람도 있는 등 교리와 규율적 측면 외에 종교를 믿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

람마다 제각각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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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상기 검토한 바 종교활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명확성

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정교분리의 원칙을 모두 위반하

지 않았으며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봄이 타

당하다. 감염병 재난 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방역조치가 행

해진 명분이 있으며, 이러한 방역조치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취해진 조

치라거나 특별히 다른 시설에 대한 제한에 비해서 더 강력한 제한조치라

고 보기도 어려우며, 국가가 종교의 자유 자체에 개입한 조치라고 볼 수

도 없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맞

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화될 수는 없다. 물론 그 신념 자체는 어떠한

제한도 가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종교활동은 대외적으로 공공의 안녕

과 질서 유지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더 상위 목표를 위해 제

한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의 자유의 한계

가 설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국가권력 작용의 개입 한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그 본질까지

침해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국가의 권력작용임은 부인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종교의 자유가 비록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본권과의 비교형량이나 필수적인 가치 간 규범적 판단을 통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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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제한이 되는 후

순위 기본권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선상에서

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가의 행정작용

과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 간 한계라는 것은 마치 좌표상 방정식의 해

를 구하듯 어느 한 지점 또는 선상으로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각각이 가지는 한계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국가는 코로나19라는, 인간의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무엇보다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가치와 권

리를 지키기 위해 방역 정책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개입하고 있다. 다중

의 군중이 모이는 것을 억제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령 수준의 조치

가 아닌 이상 일정 수준의 행동의 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 권력작용

의 개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가가 그 이상으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 이를테면 국가긴급권과 같은 권한을 직접적으로 동

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국가의 개입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153)

국가긴급권에는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권, 계엄선포권

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 제76조와 제77조154)에 규정되어 있는 이 권한은,

153) 이황희, 위의 글, 89면.
154)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

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

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

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

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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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국가의 안위가 위협받아 보위가 필요할 만한 급박한 상황에

서 국회의 의사결정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시에 대통령이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155) 긴급명령권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병 재난 위기에서 국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건너뛰

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 보장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

한 문제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그 긴급명령권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에서 관련 있는 것은 긴급명령과 긴급경제재정명령이다.

발동의 전제 조건으로서 국가의 안위가 위협받을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염병 위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

병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제약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헌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전

상태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통상의 교전상태는

전쟁을 비롯한 무력 충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텐데, 감염병 위

기 상황을 비록 언론 등에서 경각심 고취의 차원으로 전시나 다름 없다

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나, 이를 긴급명령권의 발동 근거로 볼 만한 상

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156)157)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55) 이황희, 위의 글, 91면.
156) 그리고 이는 가급적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자칫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위에 설 수 있는 긴급명령권이 너무 자주 발동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오늘날 군사력과 무력의 발달 양상을

고려할 때 전쟁은 사실상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

라 할 수 있으므로 전쟁이 발발했다는 객관적 사실 정도는 되어야 긴급명

령권이 발동될 수 있는 근거로 동원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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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헌법상 요건을 충족한다

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데

대해 국회가 실제 개회한 기간을 포함시키는지 폐회한 기간만 해당되는

지 등 견해 대립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고, 헌법

재판소의 판단만 들여다 보면 국회의 집회에 소요되는 시간은 물론 동일

한 내용의 입법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매우 보수적인

해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8) 쉽게 말해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

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출

현한 2020년 이후 우리나라는 총선도 새로 치렀으며 매 회기 국회가 정

상적으로 열리고 있고 각종 법안 심의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이 이전과

크게 다른 모습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긴급명령권을 발

동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회에 더욱 더 많은 공청회나 토론회 등 참여의 창구를 열거나 참여하

고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적절

해 보이며 거치는 데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159)

이러한 측면에서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에 보다 한 발짝 더 국가

의 의지대로 개입하기 위한 긴급명령과 같은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 권력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

157) 이황희, 위의 글, 92면.
158) 헌재결 1996. 2. 29. 93헌마186; 이황희, 위의 글, 97-98면.
159) 14세기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점이 아닌 이상,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병이 국가의 입법부 활동을 마비시킬 정도가 될 여지가 높다고 생각되지

는 않는다. 물론 감염 확산 상황은 중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활

동을 중단해야 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으며, 도리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대표하고 지원할 국회의 활동 필요성은 더 늘어난다고 봄이 타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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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어 최소한 국민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정상적으로 기

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긴급명령과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의

개입까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지금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비록

심각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이 마비되는

상황으로까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의 부과 및 방역상황의 변화에 따른 조정 등의 방법을 유지함으로써 개

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활동의 자유의 발현도 중요하고, 그

종교활동의 자유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약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국가의 의사결정 시

스템을 붕괴시킨 상황이 아닌 이상 긴급명령을 시행할 만큼의 국가 개입

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일상적인 행동 양식에 대한 제한 및 필

요 시 그 손실에 대한 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부의 규율에 대한 구

민의 자발적 참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가, 기본권 제약의 한

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종교 집회의 자유 제한과 한계

1. 의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검토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

았다. 종교 집회는 예배나 미사, 법회 등과 같은 종교활동의 범주를 넘어

서 그 규모가 거대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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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지만, 사실 종교 집회는 단순한 일반 집회의 특수한 형태로 포섭

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상기 살펴본 대로 종교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반 옥외집회의 신고 등 의무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사례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그 제한 조치 자체도 다른 제한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는 것인데, 이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한 후에 종교 집회의 자유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수한

점을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해 본다.

2. 집회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1) 집회의 자유의 내용

집회란 여러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임을 가지는 한시적인 집단 또는 인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160) 집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직접 규정된 바는

없지만, 판례는 다수인의 회합, 공동의 목적을 그 요소로 해야 한다고 설

시하고 있다.161) 이러한 집회의 자유의 내용에는 집회를 주최할 자유, 공

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들이 그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표출하면서

참여할 자유 그리고 이러한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까지 두루 포함된

다고 볼 수 있다.162) 판례는 이러한 집회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표현의

160) 성낙인, 위의 책, 1316면
161) 헌재결 2009. 5. 28. 2007헌바22; 대판 1983. 11. 22. 83도2528 등.
162) 성낙인, 위의 책, 1320면; 이세주, ‘집회의 자유 보장과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집회의 자유 보장과 제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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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결사의 자유와 함께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으로 함께

묶어서 이해하고 있는데,163) 이는 곧 집회의 자유가 사실상 표현의 자유

의 성격으로 묶일 수 있는 것임을 나타낸다.164) 근본적으로 집회를 하는

목적 자체가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공통된 의사 표현을 목표로 하여 개인

의 목소리가 아닌 집단의 발언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호소를 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집회를 자유롭게 보장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확장된 표현의 자유에 다름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에는 불특정 다수의 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유까지 다 포

함한다고 보며,165) 즉 이것이 집단적 의사 형성을 위해 사람 간의 모임

을 구성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데 제한이 없다고 하는 데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적인 의사의 형성 및 표현이 집회의 주요 구성

요소이므로 이로 인해 개인의 의사 표현보다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 또

는 파장, 나아가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역시

인정되고 있다.166)

2) 집회의 자유의 제한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성질상 타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

기 때문에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되는 자유가 아닌

법학연구 28권 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66면.
163) 헌재결 2016. 11. 24. 2015헌바218; 헌재결 2003. 10. 30. 2000헌바67·83(병

합) 등.
164) 이세주, 위의 글, 77면.
165) 헌재결 2016. 11. 24. 2015헌바218; 헌재결 2016. 9. 29. 2015헌바309·332(병

합); 헌재결 2014. 4.24. 2011헌가29 등.
166) 헌재결 2009. 5. 28. 2007헌바22; 헌재결 2009. 9. 24. 2008헌가25; 헌재결

2013. 12. 26. 2013헌바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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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기본권이다.167) 따라서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법률유보에 근

거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집회는 표현의 자유 중 하나

로 언론의 검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허가제로 운영되지는 않으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나 사회경제적 혼란

등을 고려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치로

인정하고 있다.168) 이는 집회의 자유 역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할

수 없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집단적 소통을 완전하게 금지 내지는 격리

시키는 조치는 집회의 자유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본다.169)

다만 일일이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열하고 통제하는 조치인 허

가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집회가 아무런 제약 없이 남용될 경우 대규모

의 집단의 의사 표현과 그 방식에 따른 대외적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신고제로는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미 신고제의 용인 자체가 집

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신고 방법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170)

167) 대판 1987. 7. 21. 87도1081; 대판 1987. 3. 10. 86도1246 등.
168) 헌재결 2010. 4. 29. 2008헌바118; 헌재결 2013. 12. 26. 2013헌바24 등.
169) 이욱한,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154면.
17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

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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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금지되거나 해산될 수 있는 집회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이다.171) 즉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는 평화로운 집회, 비폭력적 집회여야 한다는 것이며, 타인

에게 폭력과 강제 등을 이용해 의사를 표출하는 집회까지 모두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172) 이외 옥외집회의 시간과 장소의 금지도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며173), 특히 시간 제한의 경우 헌법불합치174), 한정위헌175)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 조항이 우선 적용되고 있다. 이외

에 교통소통 및 소음방지를 위한 제한 규정까지 볼 때 옥외집회가 가지

는 제한적 요소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6)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위 살펴본 옥외집회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177) 그 사유에 대해서 분

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나, 종교와 함께 언급된 학문, 예술,

체육,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의 경우 정치, 경제적 사유로

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

한다)
1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

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172) 이세주, 위의 글, 81면; 고시계, [헌법] 집회의 자유의 제한, 고시계, 제63권

제7호, 고시계사, 2018, 115면; 헌재결 2009. 9. 24. 2008헌가25.
17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174) 헌재결 2009. 9. 24. 2008헌가25.
175) 헌재결 2014. 3. 27. 2010헌가2.
1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4조
17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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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실시되는 행사라기보다는 개인과 개인 간 정신적 의사의 교류와 소

통 등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실시되는 집회는 개인의 내밀한 심연으로부터 발현한 집단 의사표현의

결정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제한 시보다 엄격한 심사 요건이 필요

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종교 집회의 자유의 침해 여부 검토

1) 일반적 집회의 자유의 측면

종교 집회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의 경우에도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어 종

교 집회를 금지한 것이 과도한 조치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

집회를 제한한 것 자체가 실제로 이익형량을 벗어난 지나치게 강한 조치

인지, 그리고 집회의 자유가 실제로 일반 집회에 비해 더 심한 종교 집

회가 다른 일반 집회와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먼저 단순히 종교 집회를 일반 집회와 같은 선상에서 놓고, 집회를 개

최하고자 하였으나 개최에 제한을 받은 경우들이 있다. 2020년 10월에는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청과 경찰에서 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하여 단체

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된 바 있다.178) 종교 집회는 그 자체

178) 김민호, 소병수, ‘감염병예방법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국헌법연

구 제32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21,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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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히 제한

될 수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 또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른 행위가 법률

을 위반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그 행위의 동기와 무관하게 일반 집회와

똑같은 제한이 적용된다.179)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경우에 다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회의 자유 역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180)

그러나 과연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제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까? 여

기서 말하는 집회는 일반 다수의 안전과 생명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으로, 집회를 그대로 개최함으로써 반드시 달성

해야 할, 그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공익과 같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오늘날 집회 활동은 반드시 대면으로 모여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온라인상에서의 접근도 가능하고 그 가운데 충분히 다중 간

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설령 대면 집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체하여 본래

집회를 엶으로써 얻고자 했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경우 집회를 반드시 금지한다기보다 일정한 거리두기 단계 하에

서는 허용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로 인해 종교의 자유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물론 상기 언급한 대로 온라인상으로 집회에서 달성코자 했던 목적을

이룰 수도 있지만, 실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얼굴을 맞댄 집회가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

179) 이준서, 위의 글, 93면.
180) 이준서, 위의 글,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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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1) 이렇게 될 경우 집회가 본디 집회로서의 의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되 방역수칙대로 거리두기 3단계 하에서는 49인 이

내로 개최하고 집회 주최 측에서 개별적으로 집회 참가자의 증상을 확인

하는 등의 기본적인 집회 방역수칙을 준수한 후라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개최되었던 집회 중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

우는 많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집회는 기본적으로 경계가 분명치 않

은 넓은 공간에서 다수의 군중이 모여 활동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 어디

까지가 집회 참석자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집회 참

가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집회 관련한 방역수칙이 좀 더 세밀하고 현장에 적합하게 설계되

었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정책적인 영역이므로 집회

의 자유라는 기본권적 논의에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감염 위험

이 매우 높은 환경 속에서 사람 간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담보하기 어려운 종교 집회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182)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기보

본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종교 집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측면

종교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각종 제한이 배제되는

181) 김민호, 소병수, 위의 글, 82면.
182) 단순히 집회 참가자들의 생명과 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 확진자가 다시 본인과 접촉한 사람들에게 전파

할 가능성이 높아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될 경우 그 자체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조치가 적용되

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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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집회로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하지

는 않다. 하지만 적어도 종교 집회라 한다면 같은 종교 신도들 간의 종

교적 신앙심 표출 및 소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목적 그 자체를

띠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종교

를 포함한 집회의 영역을 제한의 예외로 둔 것은 그 정신적 영역의 특수

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종교계에서 방역조치 그 자체

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83)

그러나 실제 그 집회의 성격이 종교적 목적을 띠지 않은 집회라면 이

러한 경우까지 종교 집회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해당 집회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

다. 다시 말해 종교 집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종교인들로만 이

루어졌다거나 종교 행사라는 외연을 갖추고 있다는 형식적 요건에 매몰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집회가 실제 종교활동을 그 본질적 취지로 하고 있

는지 여부라는 실질적 요건까지 아울러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집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종교 집회의 경우에는 종교 신도들로 구

성된 사실상의 종교 집회가 아닌 경우들이 많았다. 제2차 대유행을 촉발

시킨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보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경

우 특정 종교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해당 집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다분히 정치적인 색채가 강했다.184) 인간은 누구나 종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183) 고병철, ‘코로나19(Covid-19) 방역과 종교’, 종교연구 제81집 제1호, 한국종

교학회, 2021, 16면.
184) 프레시안, ‘정부 “광복절 집회에 要검사 교인 참여, 추가확산 우려”’, 2020.

8. 17.; JTBC, ‘“광복절 집회 예정대로”..보수단체들 ‘서울시 명령’ 거부’,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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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신에 대한 깨달음이나 구원을 부르짖는 외침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담긴 내용이라면 이를 종교 집회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종교적 의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관해 의

견이 나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더 엄격한 보호를 받기 위한 종교 집회

라면 이는 정확히 종교 집회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185)

설령 이를 종교 집회라고 본다고 해도 그 종교 행사의 금지 자체 역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수행을 위해 제

한될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로 인

해 설령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벗어

나도록 보호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

고186) 따라서 종교 집회 역시 제한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분명 누구나 행

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의 집회의 자유이지만 그 집회로 인해 대

다수의 국민이 생명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면

더 많은 국민의 보호를 위해 충분히 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집회의 자유를 당장 행사하지 않으면 개인의 사익에 큰 해가

미쳐 이것이 보호해야 할 국가 전체의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는 매우 드물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종교 집회의

자유는 역시 제한될 수 있다고 보인다.

185) 단순히 종교인들로 모였다고 해서 이를 종교 집회라고 명명할 수는 없다.

종교 집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종교활동의 본질을 지닌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순수한 정신적 활동으로서의 종교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의 행위가 개입되면 종교 집회라고 언급하기 힘들다. 특별

한 규정으로서 언급한 활동은 그 특수한 활동의 범위 내에 보다 충실한

의미를 지닐 필요가 있는 것이다.
186) 이준서, 위의 글,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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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종교단체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거나 압력을 가할 경우 이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한 헌법 제20조제2항의 규정과 배치된다. 종

교 신도 개인이 스스로의 정치적 이념에 맞추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종교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며

이는 금지되어야 하는 사항임에 틀림없다. 종교 집회는 단순히 유사한

맥락을 가진 신앙심을 발현하기 위한 1명의 사람들이 모여 다수가 형성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높은 확률로 단체의 개입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에는 종교단체 그 자체가 집회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 표현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기반하였을 때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치적

집회를 종교 신도들과 종교단체가 주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의 특수

한 형식인 종교 집회의 폭넓은 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종교 집회의 자유 침해의 한계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종교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나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우선 방역조치의 근거가 되는 방역지표나 유행상황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어야 할 것이다. 즉 종교 집회가 일어날 경우 감염병 확산으로 인

해 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이라야 할 것이다.187) 통상 종교 집회의 경우 침방울을 생성시킬 만한

활동이 자주 일어나며 그 규모 역시 대규모인 경우가 잦기 때문에, 감염

187) 송기춘, 위의 글, 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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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확산의 위험성을 크게 안고 있고 전파를 촉진할 만한 충분한 촉매제

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긴급하고 시급하게 방역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188) 현재 확진자 수의 증가 추세, 감염재생산

지수를 비롯한 감염력과 전파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 병상 확보 상황

등 의료대응 역량, 백신 접종률 증가 추세 및 치료제 도입 상황 등 방역

조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현재의 방역상황이 좋지 않거나 의

료대응 역량이 향상되어 있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

다. 즉, 불가피하게 그러하 방역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상황이 시급

하고 긴박하게 전개되는 양상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다. 처음 출현한 이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전파력과 감염력에서 항

상 다른 바이러스를 넘어서는 속도를 보여주곤 하였던 점, 그리고 현재

오미크론 변이라는, 전파 속도가 기존의 2∼3배에 이르는 변이 바이러스

가 빠르게 확산되어 확진자 급증을 피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점189) 등을

고려하면, 언제 터져나올지 모를 확진자를 조금이라도 억제하는 한편 백

신 접종률을 더욱 향상시키고 치료제 도입이 활성화되는 등 의료적 대응

이 보다 원활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되기까지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종교집회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집회를 제

한없이 실시하는 것에 비해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항구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인지 여부에 대한 판

단도 필요하다.190)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방역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188) 송기춘, 위의 글, 259면.
189) 더팩트, “다시 확진자 7000명대 눈앞..‘오미크론과 전쟁’ 본격화”, 2022. 1.

22.
190) 송기춘, 위의 글, 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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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마련된다고 하면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인해 종교 집회의 자유가 계속해서 제약받는 것은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고려사항들을 통해 종교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방역

조치의 한계가 어느 선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방

역의 필요성과 시급성이라는 가치가 종교 집회의 자유보다도 더 엄중하

게 인식될 만한 여건과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러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현 상황의 악화 방지와 개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일 필요가 있다.

제 4 절 행정작용 결정 과정의 개선 방향과 종교의 역할

1.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

종교활동의 자유건 종교 집회의 자유건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의 내용에 비해 그 침해 여부가 크지 않

고 제한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 한계의 측면에 있어 방역조치가 반드시

우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여전히 행정명령이라는 형식으로 내려오고 있으나, 비록 일반처

분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 적용 대상의 광범위성 등

을 고려할 때 시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해서 자신에게 발생할 유무형의 피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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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제한 조치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다.191)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 역시

헌법상 모든 기본권 위에 올라 절대적인 지위를 향유할 수는 없는 것이

므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구체화와 적극적인 소통 방식

이 필요하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신속한 조치가 최우선시되는 방역상황의 특성상

최소한의 법적 근거로 대다수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다소 모호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법적 형식인 행정명령으로 한 것에 대

해서 그 급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

고 공공 복리 증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 집회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번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현재 다소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감염병

예방법」상 규정을 보다 구체화 또는 특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외에 과학적 근거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

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대해, 상식적으로는 납득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 제한이 어느 정도의 감염 위험도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과학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그러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192) 하지

191) 이기춘, 위의 글, 17면.
192) 사람마다 바이러스 보균 정도도 다를 것이고 말하면서 비말을 전파할 위

험이나 여파도 다를 것이며 같은 종류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환경적

특성은 천차만별일 것인데 사실상 이를 하나의 과학적 원리로 묶어 설명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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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만큼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제한 조치이고 장기간에

걸쳐 국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필요

하며, 이는 당위적인 근거로는 장기적 설득력을 보장하기 어렵고 감염적

특성과 위험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신설한 데에는 이와 같은 과학

적 근거 연구 및 도출 기능을 바탕으로 긴박하게 이루어진 방역이 아닌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단순히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배

인원 수 제한 등을 가한다기보다는, 특성과 위험도에 따른 구체적 제한

조치의 형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소통을 강화하여 이해와 공감을 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 이래 정례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진자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왔지

만, 이러한 소통은 일방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직접적인 제한 조치

를 받는 국민들과의 쌍방향적 소통을 강화하여야 한다. 물론 적극적으로

관련 협회나 단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공청회도 개최하여 결정되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보통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방역지침의 형해화,

신속한 방역수칙 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통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록 헌법상 기본권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제한 조치를 받는 국민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수용하는 것은 국가로서 꼭 해야 할 의무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상에서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며 단순히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논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원칙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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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범위를 분명하게 세우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며

이해를 구하는 절차와 경로가 필요하며, 특히 합리적이라거나 이성적인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정신적 신앙심으로 구성된 종교와의 조화는 소통

과 대화의 중요성이 배가된다. 이를 위해 더욱 상기 언급한 법적 근거,

과학적 근거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기도 하다. 기초적인 법적 토대와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소통의 창구를 열어 적극적인 소통의 확대가 요

구된다.

2. 종교의 역할

이러한 국가의 행정작용에 대한 보완 외에 종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

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는 제한 조치의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부과되는 제한 조치에 대해 저항하는, 다소 능동

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증진

시키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종교 내 신앙심 고취를 위한 다수의 군집 활

동의 강행을 이어나가면서 대중적인 지탄을 받기도 하였고 실제 집단감

염의 주요 근원지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종교는 기본적으로 현재 처

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그 현실

을 변화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의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곧 극복해

나가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은 곧 종교가 지닌 사회적 성격 내지는 공공적 특징을 발

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93) 태초 종교가 탄생했을 때 개인이

193) 신광철, ‘재난과 종교 – 감염병, 코로나19 그리고 종교’, 종교연구 제8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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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도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서, 재난 시기에서 종교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의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다. 감염병이라

는 자연과학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해 나감에 있어, 인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의 발현 방식을 단순히 그 외적 행위의 유지

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 내용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

한다.

제 5 장 결 론

본고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의 내용과 연혁, 법적 근거와 성

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로 인해서 침해받는 자유 중 논쟁의 여지가 있

는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의 내용,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사회적 거리두

기 방역조치 하에서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코

로나19의 확산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으며 이로 인해 기존

과 동일한 삶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방역 당국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선언했고194) 이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감염 확산과 전파를 막기 위한 개별적 조치들이 가장 중요해졌다. 그 조

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그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제2호, 한국종교학회, 2021, 25면.
194)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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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며, 감염병이 처음 나타난 초기에는 새

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위협감으로 한시바삐 이를 종식시

켜야 한다는 마음에 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협조해 왔고 실제로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

스는 이전의 다양한 감염병 바이러스와 달리 종식될 것만 같으면 다시

유행하고 변이를 만들어내는 등 쉽사리 우리 삶에서 멀어질 기미가 보이

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하는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도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기란 불가능에 가

깝고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코로나19와의 관

계를 서서히 일상적인 바이러스와 공존해 나가면서 감염 가능성을 낮추

고자 하는 전략으로 선회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온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

자들도 있지만 그들의 문제와는 또 다르게 정신적, 내면적 신앙심에 따

라 그 신념을 같이 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종교

시설로부터 발생한 집단감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종교를 빙자한 정

치적 활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에 큰 해를 끼친 집단도 있는 것이 사

실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가진 내면적 본질을 고려할 때 침해받는 자유

에 대한 고려도 분명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헌법적 관점에서는 직접적

으로 침해받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방역조치의 필수불가결성과 방역상

황의 위험성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조치

의 한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방역수칙의 적극적인 준수를 전파한 종교

신도들도 많은 점 등을 생각하면 종교 역시 단순히 합리적인 선상에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방역 당국의 논의의 중심에서 다소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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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것보다는 다른 집단과 동일하게 소통하고 신뢰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소 설득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보강하고 이를 적극

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

적 거리두기는 정부 혼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결국 그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국민의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 그 효

과는 국민에 의해 거둔 효과라는 점을 주지하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현 시점부터라도 제도 개선과 소통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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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imits of

Religious Freedom in the Face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OH, Seung-min

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spread of the COVID-19 virus, the world is fighting

the virus. In Korea, for nearly two years since the first confirmed

case occurred in January 2020, the entire nation has been leading a

life they could not have imagined before. And an unprecedented

method of quarantine measures has come to be part of our daily life

as if it were taken for granted. This was a measure that was

derived from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directly affected the people’s lives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However, the classes directly affected by this measure

were widespread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targets included a

variety of people. And there was a field of religion where there was

constant friction with the government, claiming that the basic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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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onstitution had been violated due to quarantine measure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limits to the extent to which

religious freedom can be restricted under the quarantine measures to

overcome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Religious freedom is expressed

in the individual’s mind and inner world, and as it i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collective expression of opinions, there

is bound to be some conflict with the rational system of discipline.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the debate over how far one

can prevent the expression of personal faith will continue.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and prepare a legal and scientific

basis, and to continuously do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actively.

keywords : infectious disease crisis, quarantine measures,

religious freedom, the limits of religiou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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