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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현재 일본의 종교정책 . 종교행정은 근본적인 정신 • 이념에 있어서는 「日

本國憲法J(1946년)，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宗敎法A法J(1951 년)을 기 

초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종교정잭 . 종교행정은 일본 전쟁 전의 천황과 

신민과의 유대를 강초하는 가족 국가관에 의해 유지된 국가신도체제에 관 

한 통절한 반성으로써 전쟁전의「대일본져|국헌법 」，「종교단체법」과는 결정적 

으로 다르다. 

그것은 때전 후의 일본을 접령 통치한 연합국군최고샤령관총사령부 

(General Headquarters,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SCAP])의 점령 정책(실제는 미국의 점령정책)， 즉 신교자유， 

정교분리의 확립， 종교계로부터의 초국가주의 · 군국주의적 샤상의 계거라는 

3대 원칙을 관절한다고 하는 정책에 의해 일대 개력이 시행되었다. 

GHQ는 전쟁 전 일본의 초국가주의 · 군국주의적 사상， 즉 국가신도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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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체제는 일본에 信敎自由 • 政敎分離가 발달하지 않은 것에 큰 원인이 

있다고 간주하여， 점령 통치툴 개시한다고 즉시 「人懷指令})， r神道指令

」2)， 「宗敎法人令J3)이랴는 정책을 실행해 국가신도체제를 해체하고 일본에 

종교적 자유를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 

이러한 GHQ의 신교자유， 정교분리의 확립， 종교계로부터의 초국가주의 • 

군국주의적 샤상의 져|거라는 3대 원칙은 점령통치 후 일본의 종교정책 · 

종교행정， 「일본국헌법 」， 「종교법인법」으로 이어졌다.4) 

본 연구에서는 전후의 종교정책 • 종교행정의 핵심을 젊어지는 「일본국헌 

법」과 「종교법인법」을 중심으로， 특히 平成 5년 (1995년)에 대폭 개정한 「종 

교법인법」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 가는 것으로 현대 일본의 종교정책 • 종교 

행정의 현상과 그 문제접을 밝혀 간다. 

1) 1945년 10월 4일의 시령(SCAPIN-93) r정치적， 샤회적 또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져| 
한을 제거하는 것 J(연합국군 최고샤령부발 일본져|국정부에 대한 각서). 固立固용힘훌 
館 ’ Memorandum for: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Through : Central 
Liaison Office, Tokyo. Subject: Removal of Restrictions on Political, Civil, and 
Religious Liberties. (SCAPIN-93).’ 1945, http://www.ndl.go.jp/modern/img_t/ 
M003IM003-001tx.html (2010. 8. 10. 접속) ; 梅田훌훌 r日本宗敎制度史〈近代빼 > J, 
改訂t홉補， 훌京: 훌宣出版， 1971, P .577 등 참조. 

2) 1945년 12월 15일의 지령(SCAPIN-뼈8) r국가신도， 신샤신도에 대한정부의 보증， 지 
월， 보전， 감독 및 弘布의 펴|지에 관한 건 J(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종샤렁부장과부관발 
저13호 일본 정부에 대한 각서). 文部科풍省 f固家神道、 神社神道二처ÀJ~政府/保 
화、 支援、 保全、 藍훌효二弘布/홉止=뼈À J~件J(1945， 12, 15, 連슴固軍最홈司令官 
짧司令部흉뚫副톰윷第三릉(民間↑홉報敎育部)終戰運絡中央훌務局經由 日本政府二처X 
J~ 賞훌). 1945, 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bz198102/hpbz 
198102_2_033,html (2010, 8, 10, 접속) ; 梅田義훌 Ibid., pp. 189-192 등 참조. 

3} 文部科쏠쏠 「宗敎法A令(沙}J(1945‘ 12, 28, 動令第719묶). 1945, http://www.me 
xt.go.jp/b_menulhakusho/html/hpbz198102lhpbz198102_2_1 72.html (2010, 8, 
10, 접속);#上惠行 r宗敎法人法m훌짧的ijf究J， 東京: 第-톰房， 1969, PP. 564-
569 등 참조. 

4) 固立固용밍훌館 rs 本固憲法J， 1946, http://www.nd l.go.jp/constitution/etc끼01. 

html (2010. 8. 10. 접속). 일본의 통치는 일본국헌법 시행 이후 동 헌법에 의해 행 
해졌지만， 연합국군총사령부의 지령은 헌법 외의 효력올 강고 있어 일본국헌법이 완 
전히 그 효력을 갖게 된 것은 1952년 4월 28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초약의 발효(훌 
名은 1951 년 9월 8일)에 의해 일본이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롤 회복한 시정부터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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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국헌법에 있어서의 종교 

r대일본제국헌법」을 대신해 1946년 11 월 3일 공포되어 1947년 5월 3일 

시행된 r일본국헌법 J어|도 종교정책에 관한 기본적 정신이 명기되어 있다. 

이전 일본의 종교정책은 포츠담선언， r인권지령 J. r신도지령 j을 거쳐 r종교 

법인령 j과 신교의 자유 • 정교분리 • 종교계로부터의 초국가주의 • 군국주의 

적 사상의 제거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거해 행해져 왔다. 

r일본국헌법」의 초안이 당초 r대일본제국헌법 J과 같이 천황의 지위 등에 

관해，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한다는 매우 보수적인 r대일본제국헌법 j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GHQ에 의해 거부되는 둥 우여곡절은 있 

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신교의 자유 • 정교분리 • 종교계로부터의 초국가주의 

• 군국주의적 샤상의 제거랴는 기본적 원칙에 의거해 헌법이 성립되었다. 

r일본국헌법 j어| 종교 관련의 초문은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찌| 있어 

서의 신교의 자유에 관한 조문인 제20조와 제7장 ’財政’찌| 있어서 공적 재 

산의 용도제한에 관한 조문인 제89조이다. 

제20조 신교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샤해서는 안 된다. 

2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샤에 참가하는 것올 강제 받지 않는 
다. 

3 국가 및 어떤 국가 지관도，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 

제89조 공금 기탁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내지는 단체의 샤용， 면익 또는 

유지를위하여 또는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자선，교육또는박애의 샤업에 대 

하여 이것올지출하거나또는그이용에 제공할수없다. 

먼저 저120조에 큐정되어 있는 신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에 속하고 국 

가냐 공권력의 침해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 

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종교의 자유이며， 크게 3개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3개는 @ 신앙의 자유.<V 종교 행샤의 자유.Q) 

종교적 집회 · 결사의 자유이다. 

@ 신앙의 자유랴는 것은， 신앙을 선택하고 이것을 유지 또는 변경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똥 신앙을 고백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물론 신앙을 유지 

하지 않을 자유， 무신앙의 자유도 그 안에 포함되고 그 발표의 자유도 보장 



80 종교싹 문화 

된다고 생각된다. 또 신앙의 묵비나 종교 단처|의 소속에 대해서의 자유， 나 

야가 자신이 믿는 종교를 선전하고 그 종교를 널리 알리는 자유， 즉 포교의 

자유， 무종교， 반종교적선전의 자유 등도 보장된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냐 공권력은 국민에게 신앙을 가지는 것 또는 가지지 않는 것， 그 내용 

들을 고백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 그것들에 

의해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거냐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자신이 믿는 

종교에 의한 교육을 할 자유， 종교 교육을 받을 자유， 받지 않을 자유t 자신 

의 자제에게 종교 교육을 받게 할 자유， 받게 하지 않을 자유라는 종교 교 

육의 자유도 신앙의 자유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민은 상기와 

같은 각자의 신앙의 태도에 의해 국가， 공공 단체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는다.5) 

@ 종교 행샤의 자유라는 것은 종교의 의식， 행샤 등 종교 행위에 관해 

몇 명이든 자신이 믿는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행샤를 행할 자유， 몇 

명이든 이들 의식， 행샤에 참가할 자유， 참가 하지 않을 자유툴 갖는다고 

하는 것이다. 누구도 종교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요받지 않고， 참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또 이들 종교상의 행사에 참가하는， 또는 참가하지 

않는 것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6) 

@ 종교적 집회 · 결샤의 자유라는 것은， 종교를 믿는 자가 그 공통의 {言

條 . 1言떠]을 기초로 자유롭게 집회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 몇 명 

이든 종교상의 집회롤 주최하고 이것에 참가할 자유， 또 종교적인 단체를 

결성하고 이것에 참가할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자유는 종교적인 집회 

를 하고 종교적 결샤툴 조직하는 것에 공권력이 개입하거냐 금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이들 집회 • 결샤 때 특별 허가를 요구할 수 

없다. 이것은 헌법 제21조의 집회 • 결샤의 자유 (ι집회， 결샤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 

각된다. 게다가 상기 2개의 자유와 같이 몇 명이든 종교적 집회 · 결샤에 참 

가하거냐 주최하는 것을 강요받지 않고， 또 참가하거나 주최했다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1) 

이와 같이 신교의 자유는 상기 3개의 자유가 서로 결부되어 구성되어 있 

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일본국헌법은 제 19조의 사상 • 양심의 자유(’샤상 

5) 平野武 『宗敎ε法ι 훌훌!J'I!J， 京홈ß: 훌洋톨房， 1996, pp. 59-60 참조. 

6) Ibid., p. 60. 

7) Ibid., pp. 6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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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져121조의 집회 • 결샤 · 표현의 자유(상 

기)， 제 23조의 학문의 자유("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등을 보장하고 있는 

더1. 이들은 부분적으로 신교의 자유와 겹치는 경우가 있어， 신교의 자유는 

이들 자유와도 서로 결부되어 상호 보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 제14조의 법야래 평등을 보장("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증， 

신죠， 성별， 샤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와 제44조의 국회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 

별， 샤획적 신분， 문벌，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해 차별할 수 없다")에 

있어서 信좋는 信띠] • 信心을 포합하고， 이것도 신교의 자유와 관련 있는 

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8) 

그리고 ”신교의 자유”라는 말은 「대일본제국헌법 J(제28조)에도， r일본국 

헌법 J(지120조 제 1 항)에도， 또 「종교법인법 J(저11조 제2항 · 제84조)에 영기되 

어 있는데， ”정교분리”는 구헌법 신헌법에도 r종교법인법 j어|도 그 기재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헌법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고 생 

각된다. 그리고 r일본국헌법 」에 있어 이 원칙을 냐탁낸 규정은 “어떠한 종 

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샤해서는 안 된 

다.(제20조 제 1항 후단)"， N국가 및 어떤 국가 기관도， 종교 교육 기탁 어떠 

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同총 제3항)"， "공급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 

교상의 조직 내지는 단체의 샤용， 편익 또는 유지를 위하여 ... (중략)… 이것 

을 지출하거냐 또는 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제89조)"고 생각된다. 따랴 

서 정교분리라는 말은 헌법조문에는 영기되어 었지 않지만，(1) 국각각 종교 

단체로의 특권 부여 금지，(Í) 종교단체가 정치상의 권력 행샤 금지，0) 국 

가 및 그 기관이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한 급지샤항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9) 이것은 포츠담선언 r인권지령」， 「신 

도지렁」이랴는 일련의 접령정책이 신권천황제와 군국주의로부터 국가신도 

체제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민주주의，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이라는 새로운 민주국가의 성립을 기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로 

엄격한 정교분리의 원칙이 채택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윌리엄 P. 우다드는 제86조 해당부분의 기초를 담당한 장교 한 명이 ”단 

8) Ibid.. pp. 58-59. 
9) 文化1f 없 r明治以降宗敎힘!度톰年史J. 東京: 原훌훌. 1983, pp. 299-3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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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국가로부터 분리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것 밖에 없었던 것 

이다.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어떤 학설에도 관련되지 않았다 " 

라고 술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10) 즉 정교분리의 원칙의 본질은 국가 

신도채제와 같은 국가와 종교의 불건전한 결합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설 

치되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종교법인법 

r종교단체법」은 GHQ의 접령정책에 따라 전후 「인권지령」에 의해 「치안 

유지법」 등과 함께 펴|지 지시를 받았다. 또 「신도지령」에 의해 국가신도체 

저1(國家神道體制)툴 해체하고， 이제까지 국가의 국가신도로의 지원 • 감독을 

완전히 배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단체법 j과 그 관계법칙은 법큐의 성 

질상 즉시 행한다면 많은 문제롤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폐지할 수 없었다. 

「종교법인령 j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점령군의 주도 하에 종교단체에 대 

한 큐제툴 철폐해 자치와 자유롤 존중하는 법령드로 정해졌다. 이 「종교법 

인령 J은 신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그것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에 방해되는 조항을 배제해 간소화 

• 자유학하면서 행정관청에 의한 통제 · 감독이 펴|지된 상태에 가까웠기 때 

문에， 다양한 문제가 표면학되었다 r종교단체법 JOI 인가주의(認可主훌)에 

의거해 허가제가 채택된 것에 대해 r종교법인령」은 이른바 준칙주의를 채 

택했고， 종교법인의 설립 등기 후 2주간 이내에 큐칙， 주관자의 성명 및 주 

소톨 소전청(所훌훌훌)에 신고하면 종교법인의 설립이 완료되는 신고제를 채 

용하였다 r종교법인령 j은 單立團體가 包括團體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경 

우의 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포괄단체 주관자의 승인을 띨요로 하지 않고 

이탈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신들의 러시아워(rush hour)" 

랴 불리는 종교단체의 난립， 실태가 없는 종교단체가 종교법인으로서 성립 

하는 등의 펴|해가 표면화되고 또 이탈 문제에 의한 분쟁도 속출했다. 

이와 같은 미비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법률을 요구하는 소리가 종 

10) ') ''1 5l - ~. t ') l' 1) 7 b.. P. r天훌ε神道: GHQ(η宗敎政策J. 阿部훗載!R. 東京: ij'-( 

7 J~t섭版용. 1988. p. 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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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지도자나 문부성 종무과 안에서도 높아지계 되었다. 1951 년 4월 3일 

r종교법인령」을 대신해 새롭게 r종교법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종교법인 

법 j은 점령기간 중에 종교 내지 종교단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유일한 법률이었다. 그리고 이 법률이 연합국군총샤령관의 주도하에 

행해진 입법조치가 야니었던 점도 중요하다. 당시는 연합국군최고샤령관의 

허가가 없으면 종교관계의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냐 

이 법률은 일본 종교계의 지도자와 문부성 종무과 담당자의 요청에 응해 

원안이 정부에 의해 기초되고 그것이 무수정으로 가결된 것이었다.11) 

「종교법인령」의 개정에 대해서 점령군은 당초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1949년경 평확초약체결에 의해 점령정책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법률의 성 

립을 바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것은 종교계의 지도자와 문부성 종 

무과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평화조약이 처|결되어 점령정책이 끝나면 새롭게 

열리는 국회에 종교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 불안했다는 것. 즉 접령이 끝나 

고 문제가 국회의 손에 맡격지면 지배정당이 행하는 대로 되는 것을 염려 

하고 있던 것도 하냐의 요인이었다.12) 

「종교법인령」은 점령정책의 하나였기 때문에 일본 국회에 의해 연장하든 

가 혹은 법툴로서 제정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법률로 대치하든가 하지 않으 

면， 점령정책완료 후에는 그 밖의 모든 포츠담칙령과 같이 자동적으로 소멸 

되기로 되어 있었다. 문부성이 1947년을 시작으로 새 법률의 기초에 대해 

탁진해 왔을 때， 민간정보교육국 종교과장인 W.K. 번즈(Lt. Wiliam 

Kenneth Bunce) 대위는 종교단체는 민법을 샤용할 수 있고 민법에 의해 

규정해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에는 큰 관심을 보이 

지 않았다. 그러나 1949년 종교계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새로운 법롤을 제 

정하기 위해 GHQ의 민간정보교육국 종교과에 협력요청을 하고t 민간정보교 

육국 종교과에는 법안의 기초를 스스로 행한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법 

률제정을 향해 토의에 응한다는 것을 합의했다. 이렇게 최종초안을 준비하 

기까지 일본 종교계 지도자의 의견을 폭넓게 모아가며 종교법인법 초안 작 

성 프로젝트는 진행되어 갔다. 이 샤이 日훌宗， 日本基훌敎敎團， 가톨릭교 

회， 日本宗敎運盟， 西本願촉派 등에 속하는 법률전문가 등도 일본인 고문으 

로서 프로젝트에 관여했다.13) 

11) Ibid., p. 104. 

12) Ibid., PP. 104-105. 

13) Ibid., pp. 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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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51년 4월 3일 「종교법인령 j은 며|지되고 동시에 r종교법인법」 

(법률 제126호)14)이 공포 · 시행되었다 r종교법인법 j은 민법 제33조 ‘법인 

설립의 준칙’에 ”법인은 本法 그 외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것처럼 법인의 설립(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의 설정)을 

큐정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에 맞추어 만들어진 면 

도 있다고 생각된다 r종교법인령 j은 포츠담칙령 때문에 법률과 동등한 효 

력을 강는 것이었는데， 전후 직후의 변칙적인 입법형식을 청산하고 민법 제 

33죠의 법의에 따라 변경해야한다고 하는 의견이 점점 강해저 법체계의 정 

비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민법에서 법인설립 조항과 정합성올 꾀하기 

위해서도 r종교법인령」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위에서 기 

술한 「종교법인령」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둥 기본적 성격은 「종교법인령 j을 답습하면서도， 종교단체의 난립을 

일으킨 법인설립의 신고제를 인증제로 변경하였다 15) 

r종교법인법 j은 本則 10장 89초， 부칙 28항에 이르는 법전으로 성립되었 

다. 져11장 홍칙에11 조-제 11 조)， 저12장 설립(제 12조-제 17조)， 져13장 관리(제 

18조-제25초)， 저14장 규칙의 변경(제26조-제31 조)， 저15장 합병(제32조-제42 

조)， 저16장 해산(제43조-제 51조)， 저17장 등기 저11 절 종교법인의 등기(제52 

조-제65조)， 저12절 에배용 건물 및 부지의 등기(제66조-제70조)， 저18장 종 

교법인심의회(제71조-제77조)， 제9장 보칙(제78총조-제87조). 제 10장 벌칙 

(제88조 • 저18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단체법 j은 本則 28조였지만， r종교법인형」은 신교의 자유와 정교분 

리의 월칙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本則

18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r종교법인법」은 本則 89조로서 법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이 법률의 입법 취지나 큐정의 내용이 착오 없이 이해되 

어 행정상의 운영을 원활히 행하기 위해t 민법 그 외의 법령 규정을 준용하 

는 방법을 가급적 피하고 상세히 이 법률의 큐정으로 고치거나(저17조， 제 10 

조， 제 11조， 제 19조， 제22조， 제25조， 제49조 제3항 등)， 법의 해석 그 외의 

14) ~務省 e-Gov r뽕敎法A法J(法律第126묶， 1951. 4. 3. 져|정， 最終改正: 2006. 6. 2. 
法律第50릉). 1951,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lDX_OPT=2 
&H_NAME=&H_NAME_ YOMI=%82%b5&H_NO_GENGO=H&H_NO_ YEAR=&_ 
NO~πPE=2&H_NO_NO=&H_RLE_NAME=S26H0 1 26&H_RYAKU=1 &H_CTG 
=1&H_YOMI_GUN=1&H_CTG_GUN=1 (2010. 8. 10. 접속) ; 梅田훌훌 op. cit., pp. 
214-252 ; 井소惠行 op. cit., pp. 569-604. 

15) 梅田훌彦 op. cit., pp. 213-214 ; 文化ff 樞 。p. cit.,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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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규정을 만들거나(제 1초 제2항， 제 18조 제5항 . 6항， 제71조 제3항t 져| 

84조， 제87조 등)， 또 政令 그 외의 영령에 위입해야할 수속 등에 관한 샤 

항을 가능한 한 법툴 안에 도입하거나(져13조， 제 13조， 제 27죠， 제38조， 제 

45조， 저17장의 제72조-제77조， 제81조 져12항 등) 하였다. 이런 것이 r종교 

단체법 J ， r종교법인령」의 간소확와 대초적인 조수 증가의 큰 원인이 되었 

다 16) 

r종교법인법 j과 r종교법인령」의 상이점을 들자면， 아래싹 같은 점을 지적 

할 수 있다기) 

(j) r종교법인령 J은 18조였지만 r종교법인법」은 89조에 이르고， 또 「종교 

법인령」에는 시행규칙이 있었지만 r종교법인법 」에서는 법률 하냐로 정리하 

였다. 

(i) r종교법인법」에서는 인증 • 공고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또 「종교단체법」 

에는 존재했지만 「종교법인령 J에서는 삭제된 합병에 관한 규정을 부활하고t 

나아가 해산에 대해 그 샤유를 증가시켰다. 

Q) r종교법인령 j어|서는 등기 후 신고하는 신고제롤 채택하고 있었지만， 

r종교법인법 j에서는 인증을 받고나서 등기하는 인증제툴 채택하였다. 

@r종교법인령」에서 총대표는 종교단체법의 경우와 같이 주관자의 보조 

자로 동의권이 있을 뿐이었지만， r종교법인법 J의 책임 임원은 종교법인의 

샤무결정기관으로 규정되었다. 

@r종교법인법」에서는 재산관계의 등기로서 예배용 건물 및 부지만으로 

그치고 r종교법인령」의 보물 등의 등기를 펴|지하였다. 

@r종교법인법」에서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 재 

판소의 허가를 받는 것을 떼지하였다. 

(J) r종교법인법」에서는 인증의 취소처분t 수익샤업에 대한 정지명령의 규 

정을 만들었다. 

@r종교법인법」어|서는 종교법인심의회툴 만들어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 

운용의 원활을 꾀했다. 

그러냐 「종교법인법 J어| 있어서도 종교 의식 등의 성스러운 방면의 기재 

를 큐칙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종교법인령 j의 경우와 

같았다 18) r종교법인법 j과 r종교법인령」의 공통접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 

16) 文化ff 編 op. cit., pp. 346-347 ; *"上惠行 op. cit., pp. 280-281. 

17) 梅田훌彦 op. ci t., pp. 257-259. 

18) 단， 기재된 ’목적’을 통해서 행정관청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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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할 수 있다 r종교법인법」이 종교법인이라는 것만을 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r종교법인령 j과 같고， 단립의 단위단체툴 인정하는 것도 r종교단체법 

J , r종교법인령」과 같다. 또 r종교법인법」이 조문을 늘리고， 종교행정을 동 

법에 의해 일원적으로 운용하려고 시도했다고 해도， 동법만으로 종교행정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넓은 의미의 종교행정법으로서는 신헌법을 정점으로 

해 「종교법인법 J은 물론 「민법 J ， 각종 「세법 J ， r비송샤건수송법 J ， r법인등기 

규칙 J ， r부동산등기법 J ， r묘지 · 매장등에 관한 법률J ， r상업등기규칙 J， r조 

수보호 및 수럽에 관한 법률J， r자연공원법 J， r삼립법 J ， r국유임야법 J， r문 

화재보호법 J ， 또 「행정샤건소송법 J ， r행정불복심샤법 J ， r상업등기법 J 등 그 

외 지방공공단체의 초례， 문부성의 통달， 회답 등 많은 법령을 그 야래 거 

느리고，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종교행정이 행해진다는 것은 이져|까지의 「종 

교단체법 J ， r종교법인령」 등과 같다.19) 

r종교법인법 J부칙에 의하면， r종교법인령 j어| 의한 법인[홉法人]이 r종교 

법인법 j어| 의한 법인[新法人]이 되기 위해서는 1951 년 4월 3일 f종교법인 

법 j 시행의 날로부터 1 년 6개월 이내에 신규칙을 작성하고， 관할청에 대해 

서 그 인증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냐 r종교법인법」의 시행 직전 문부 

대신 관할의 포괄법인은 742곳이었지만， 신청 기한인 1952년 10월 2일까 

지 신청한 법인은 556콧이었고， 그 중 신청을 취하한 법인이 107곳이며， 

결국 인증 기한 만료인 1954년 4월 2일까지 인증된 법인이 356곳(재심사 

청구틀 포함)， 불인증이 된 단체가 93곳이었다. 그 외에 신설법인이 17곳이 

고， 인증된 곳은 모두 373곳(神道계 141 곳， 佛敎계 168콧， 훌督敎계 36곳， 

諸派 28곳)이었다. 도 지방청관할의 단위법인은 「종교법인법 j 시행 직전 

184，842곳으로， 1952년 10월 2일까지 인증신청을 한 곳은 178，453곳(그중 

신설5，938곳)으로， 1954년 4월 2일까지 인증된 곳은 177，401 곳(그중 신설 

5，486곳)이 었다 2미 

文化廳의 r宗敎年옳J(2008년도 판)에 의하면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문부과학대신관할의 포괄법인의 수는 373곳(神遺계 128콧， 佛敎계 154콧， 

基훌敎계 60곳， 諸派 31곳)， 都道府"*知事의 포괄법인의 수는 26곳(신도계 

의 인증신청에 첨부한 해당단체각 종교단체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찌| 由籍
• 쉰훌 • 敎훌의大要(훌훌~象 敎典을 포함)， 優式 行훌， 敎師， f름徒， 施設 등을 기재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의 종교성 여부를 행정관청이 알 수 있다. 

19) 悔田훌훌 op. cit., p. 258. 

20) Ibid., pp. 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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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불교계 11 콧， 기독교계 8곳， 제따 1곳)으로 포괄법인의 합계는 399곳 

이 되었다. 문부과학대신 관할의 單位法人수는 663곳(신도계 85콧， 불교계 

262곳， 기독교계 239곳， 제따 77곳)， 都道府縣知훌관할의 단위법인 수는 

181 ，647곳(신도계 85，228곳， 불교계 77，282콧， 기독교계 4，108곳， 저|파 

15，029곳)으로， 단위법인의 합계는 182，310곳이고， 총계가 182，709곳이며， 

약 18만3천의 종교단체가 r종교법인법 j어| 의거해 법인이 되었다.21) 

「종교법인법 J은 이제까지도 문부성 조직의 변경에 따른 개정， 행정청처분 

에 관한 불복제기에 대한 법체계의 정비에 따른 개정， 법인등기의 정비에 

따른 개정 등 몇 번이나 개정되고， 최종개정은 2006년에 실행되었다(2010 

년 8월 현재). 이 중 제일 큰 개정은 옴진리교(;;t " b.훌理敎)의 샤건에 영 

향을 받아 종교법인으로의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행해진 平成 7년 

(1995년)의 개정이었다. 平成 7년(1995년)의 이 개정은 전쟁 전 종교 탄압 

의 가슴 아픈 역샤도 있었기 때문에， 종교계나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본 샤 

회 전체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22) 

4. 平成 7 년(1995)의 종교법인법 개정 

1951 년에 「종교법인법」이 시행되자 신교자유， 정교분리의 관접에서 종교 

적인 문제에 행정이냐 샤법 등의 공적 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 

났다. 그러나 이것에 의해 이제까지 상정되지 않았던 종교단체의 분쟁이 표 

면화된 것도 샤실이었다. 종교적인 이유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세속적인 이 

유에 의해 종따이탈을 요구하는 교단이나 샤원이 냐탁냐거냐， 종교단체라고 

는 할 수 없는 종교법인이 탄생한 것이 그것이다. 특히 1980년대부터 1990 

년대에 걸쳐 옴진리교(才"b.률理敎)는 종교법인을 표면상의 수단으로 삼아 

역샤상 좀처럼 볼 수 없는 범죄 집단을 만들어내 샤린(sarin)에 의한 무차 

별 터|러를 비룻해서 수많은 샤건을 일으켰던 것은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1995년 

21) 文化ff長官官房政策課 훌응修 rlf成22年度我fJ:固@文化行政J， 東京: 文化ff長官官房

政策課， 2010, p. 61 참조. 

22)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本째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툴 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뎌 이상의 상세한 서술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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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시행 1996년 9월 15일)에 성립된 「종교법인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J(平成 7년 법률 제 134호)에 따라 r종교법인법」은 시행 이후 실질적으 

로 커다란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23) 지금까지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제도， 

행정법 등의 다른 법률의 정비， 개정에 맞게 개정되고， 또 쭈成 7년의 r종 

교법인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이후에도 개정되었지만， 제도의 발본적인 

개혁은 현재까지 이 平成 7년의 법롤개정 뿐이며， 이는 아추 중요한 법롤 

개정이었다는 의미를 가진다.24) 

2f成 7년 10월 31일 중의원본회의에서 실시된 r종교법인법의 일부를 개 

정한 법률안의 취지 설명 J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행 종교법인법은 종교단체에 법인격올 부여해 자유， 동시에 자주적인 활동올 하 

기 위한 물적 기초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헌법에 명시된 신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랴종교법인의 자유확자주성，책임과공공성이랴는투개의 

요청을 기본으로 그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법인 제도의 기본은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냐 종교법인법이 B~~ 26년에 제정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샤회 상황이냐종교법인의 실태 변확룰감안해 신교의 자유와정교 

분럭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교법인법의 최소한의 재검 

토가필요하게되었고종교법인법을개정해야한다는여론도높아지고있는상황 
입니다.25) 

이 r종교법인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J로의 움직임은 문부대신의 자문기 

관인 종교법인심의회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왔다. 平成 7년 4월 25일 

에 처음 소집된 종교법인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점을 정리， 전 

국적인 종교 활동을 실시하는 종교법인 관할의 본연의 자세， 종교법인 설립 

후의 관할청에 의한 활동 상황 파악의 본연의 자세， 종교법인 정보개시 본 

연의 자세 등을 심의하게 되었다.26) 종교법인심의회에서는 都道府縣의 샤 

무담당자， 학식경험자， 일본종교연맹에 가맹하지 않은 종교법인으로부터 의 

23) 훌部쭉 r新訂 逢총隔說宗敎法A法J， 東京: ~.t 7 'tt L 、， 1992, pp. 14-24, 470-476, 
477-488 참조. 

24) 1995년(平成 7년)의 개정은 11 번째였다. 2010년 12월 현재로서 최종개정인 2006년 
(平成 18년) 6월 2일 법률 제50호까지 23번 개정되었다. *장務省 e-Gov op. ci t.,. 

25) 짧rul얄 op. cit., p. 23. 

26) 종교법인심의회 회장으로는 위원의 호선으로 三角哲生(UNESCO 아시아센터 이샤장) 
이 선출되었다. 특별위원회에는 新堂幸司 훌海大學 敎授가 선출되었다. 또한 종교법 
인심의회가 개최된 당초의 문부대신은 특짧野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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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청취 둥도 실시하고 심의회를 5회， 특별 심의회를 8회 개최해 「종교법인 

제도의 개정에 대해 J(보고)툴 정리， 같은 해 9월 29일 종교법인심의회장으 

로부터 島村宜iEj:l 문부대신에게 보고되었다. 문부성은 이 보고를 기초로 종 

교법인법 개정법안의 작성 작업에 착수， 平成 7년 10월 17일 정부는 r종교 

법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J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 중의원에서는 10월 31일의 본회의에서 4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종교법인에 관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 상기 종교법인법의 일부를 개 

정하는 법률안의 취지 설명이 행해졌다. 종교법인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일에 제안이유 설명이 실시， 다음 날부터 심의가 시작되어 11월 10 

일에는 다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11월 13일 중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되 

었다. 참의원에서는 11월 10일 본회의에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종교 

법인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롤 결정， 11월 2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의 취지 설명이， 또 종교법인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이유 설명이 

실시， 심의가 시작되었다. 6인의 公述人27)에 대한 참고인 질의(12월 4일)， 

지방공청회(12월 5일)， 중앙공청회(12월 6일)롤 거쳐 12월 7일 종교법인등 

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때 「종교에 관한 제도 개 

정， 샤무 처리에 있어서는 종교 단체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 관계자의 의 

향에 유의해 적절하게 대처할 것 JO I 라는 부대 결의가 전획 일치로 이루어 

졌다. 개정 법안은 다음 날 12월 8일에 참의원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 · 성 

립， 12월 15일 平成 7년 법률안 134호로 공포되었다.28) 

平成 7년의 이 r종교법인법 」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의 내용은 @ 관할청 

의 변경，(2) 샤무소 비치 서류의 추가 및 관할정으로의 제출，0) 신자 외의 

이해관계인의 샤우소 비치 서류의 열람，@ 종교법인심의회 위원수의 변경， 

@ 관할청 보고징수 및 질문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관할청의 변경은 다른 都道府縣내의 경내 건물을 강춘 종교법인 및 

그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종교법인의 관할청을 문부대신으로 하계 되었다(5 

조). 이것은 단위법인이랴도 광역적으로 포괄하는 종교법인이 증가했기 때 

문에 종래의 都道府!lTt지샤(지방)가 관할하게 되어 있었지만， 복수 지역에 

걸쳐 활동하는 경우 그 활동 내용의 파악이 어렵고， 또 종교법인 관리 운영 

27) 공술인은 秋s혔Z助 t1H뼈뿔흩 회장， 問本훌台 神社本. 흥장， 洗建 홉에;R.大學 교수， 
北野弘久 日本大뿔 교수， 力久隆樓 홈隊훌敎主， 山口Jj; 全國릎感商法對策辯훈土連 

絡會 샤무국장 등 6명이었다. 

28) 짧部쭉 op. ci t., pp. 14-16, pp. 48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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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관할청이 야닌 홉ß道府縣지샤가 대응이 어럽다는 문 

제가 발생했다.29) 

@ 샤무소 비치 서류의 추가 및 관할청으로의 제출은 종교법인이 작성하 

고， 샤무소에 강추어야하는 서류로서 수지 계산서를 첨부함과 동시에 경내 

건물에 관한 서류도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갚추어야 

하는 서류 중 일정의 서류(역원명부， 재산목록， 수지계산서， 확차대조표(작 

성한 경우에 한정한다))， 경내 건물(재산목록에 기재된 것은 제외한다)에 관 

한 서류， 6조의 샤업에 관한 서류의 샤본은 관할청에 계출하게 되었다. 또 

한 얼마 동안 수익샤업을 하지 않는 경우 한 회계연도의 수입 액수가 아주 

적고， 문부대신이 종교법인심의회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 액수의 범위 내 

(8，000만 엔 이내)에 있는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수지 계산서를 작성하지 않 

게 되었다(부칙23항). 이것은 법인 재무회계 등 관리운영의 측면에 대해서 

보다 민주적 운영 및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샤회 일반의 논리를 받아들 

여야 한다는 법의에 의한 것이었다. 

@ 신자 외의 이해관계인의 샤무소 비치 서류의 열람은， 종교법인이 ·신자 

외의 이해관계인에 있어 샤무소 비치 서류툴 관람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 있고， 동시에 그 열람 청구가 정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야니라고 인 

정하는 샤람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는 이것을 열람시키지 않S면 안 되게 

되었다(25조). 이것은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신자 외의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 청구롤 인정하는 것에 의해 종교법인의 공공성에 대응하는 공 

정한 운영을 보다 한층 확보하는 것을 확립하기 위한 개정이다.3미 

@ 종교법인심의회 위원 수 변경은 심의회 운영의 편의， 보다 종교단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종교법인심의회의 위원수를 이제까지의 f 1Q인 이상 

15인 이내 j에서 f 1Q인 이상 20인 이내 J로 증원했다(72조). 이것은 종교법 

인을 둘러싼 정세의 다양화， 복잡화 중에서 종무행정의 보다 적정한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더해， 종교법인져|도 본연의 자세에 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에서 종교법인심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심 

의회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종래 종교계 중심의 구성에서 폭넓은 범위의 

학식경험자의 비율을 늘리는 것을 상정하기 위한 개정이었다31). 

@ 관할청의 보고징수 및 질문은 관할청이 종교법인에 대해 다음 샤유에 

29) Ibid., pp. 17-18, 78-79. 

30) Ibid., pp. 19-22, 198-217. 

31) Ibid., pp. 22-23, 3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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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종교법인에 대해 업무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샤항에 관해 보고를 요구， 또는 직원에게 질문을 시킬 수 있다. 직원 

이 질문을 위해 종교법인 시설에 들어갈 때는 종교법인 대표자 등 관계자 

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 경우에 있어 관할청이 문부대신인 때에는 샤전에 

종교법인심의회에 자문해 의견을 듣고， 관할청이 홉ß道府없지샤인 때에는 샤 

전에 문부대신을 통해 종교법인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r종교법인법」 

은 관할청에 의한 공익사업 외의 샤업(수익 사업)의 정지 명령(79조)， 관할 

청에 의한 인증 취소(80조)， 관할청에 의한 해산 명령 청구(81 조)에 대해 큐 

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것들을 확인하는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 

다. 그혜서 그것들이 규정 샤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을 경우， 그 샤유의 

존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써 관할청에 종교법인심의회의 의견을 물은 후에 

종교법인에 대해 보고 징수， 질문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할청의 

권한을 적정하계 샤용하기 위한 판단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게 했다.32) 

이 다섯 가지 점이 옴진리교가 일으킨 샤린(sarin)에 의한 무차별 터|러사 

건을 시작으로 하는 일련의 샤건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여 

론의 후원에 힘입어 이루어진 r종교법인법 j의 주요한 개정점이다. 이 r종교 

법인법 j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平野武는 

”신중론I 반대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진행되었다는 인상은 모두 

지울 수 없다. 또 정쟁 관련으로 진행된 것도 잘 알려져 있고， 그것이 정쟁 

의론을 왜곡한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종교법인심의회의 의론이 본연 

의 자세， 정리하는 방법 등 수속의 문제에서 의의가 있었던 것도 문제가 되 

었다 "락고 말하면서도 ”대다수의 국민은 종교법인에 대해 큐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민의 생각에 대해 그는 ”신교의 자 

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신교 

의 자유는 소수인의 인권의 문제라고 해도 좋다. 다수결 원칙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에 의해 한 번에 개정이 이루어 

진 것(물론 법률의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다수결원칙에 의한 것은 당연하 

지만， 소수인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이 장래에 화근을 남길 우려 

가 없는 것은 아니다 H라고 지적해， 새로운 r종교법인법」과 제도의 운용에 

불안한 점이 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33) 

32) Ibid., pp. 22-23, 3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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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참의원에서 공술인에 포함되어 있던 아라이 켄(洗建)도 ”종교법인심의 

회 자체에 대해， 본래는 종교계의 대표나 학식경험자에 의해 종부행정을 감 

시하고 체크하는 목적에서 설치된 위원회인데， 행정에 동조하는 위원을 증 

원해 종교계 대표의 비율을 하락시킴으로써， 반대로 종교계를 감시하고 행 

정의 표면상의 수단인 위원회’34)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그는 종교 

법인심의회에 종교계대표위원의 대다수가 심의는 다하지 않고 졸속의 개정 

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 

출신 의장이 강력하게 개정안에 찬성하는 취지의 답신을 정리해 정부에 제 

출했기 때문에 법안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층 더 그 

는 종교법인심의회에서도 종교계 대표 위원의 대다수에 의해 심의가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샤람 

이 위원의 과반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관료 출신의 단장이 강압적으 

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취지의 답신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해 버렸기 때문 

에， 법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35) 

이와 같이 이 r종교법인법 j의 일부 개정에 대해 종교단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높아져 종교계 • 학계를 불문하고 커 

다란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平成 7년 9월 29일에 실시된 종교법인심의 

회보고에서는 ”본 심의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교의 자유싹 정교분리의 원 

칙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심의 검토툴 실시해왔다.“， ”정부가 현행법 

개정의 검토를 실시할 경우 그것이 종교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 

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 상기 zp;成 7년 10월 31일에 중의원본획의에서 실시된 r종교법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취지 설명」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신교의 자유 

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법인의 자유와 자주성， 책임과 공공성이라 

는 투 가지 요청을 기본으로 그 채계가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종교법인 

제도의 지본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平成 7년 12월 7일 참의원 

의 종교법인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종교에 관한 제도 개정， 샤무 처리 

에 있어서는 종교단체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 관계자의 의향에 유의해 적 

절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부대 결의가 전회 일치로 이루어지는 등， r종교법 

33) 平野武 op. cit., pp. 140-141. 

34) 洗建 r法律k宗敎J， 洗建 · 田中滋 짧， r固家 k宗敎: 宗敎h、 6見&近現代日本」 上，
京햄Hb敎용 톨응修， 京빼l: 法j{'용， 2008, p. 32. 

35) Ibíd., p.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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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법」의 개정에 있어 신교자유롤 확립하고 정교분리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洗建은 平成 7년 r종교법인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J을 ”관할청의 

변경， 보고 의무， 질문권은 모두 관할행정청의 권한을 강확하는 개정이며， 

종교법인법의 기본 사상을 뒤엎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본래 

종교법인법은 종교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는데 있어서의 절차법이며， 관할 

청이 종교법인을 감독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할청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명문으로 포함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종교법인의 활동실 

태를 계속적으로 관할청이 파악하기 위해 개정했고， 그 관할정이 종교법인 

을 지도 • 감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샤상이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이 개정을 비난하고 있다. 또 ”본래 종교법인법은 종교법인이 위법한 악행 

을 행한 경우， 형법 그 외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일반 법률에 의해 

큐제해야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며， 종교인 것을 이유로 특별한 큐계를 덧 

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다. 관할정에 권한을 부여하면， 세속의 상 

식을 기준을 가지고 관할청의 재량으로 위법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그것은 세속의 상식에는 맞아도， 출세간적 

인 종교의 가치에 개입해 결과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관할청에의 보고 의무가 세속적 재무의 측면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종교 

단체의 조직 • 인샤 · 재무가 종교적 이념을 떠냐 존재하는 것이 아니랴 하 

나하나 관청에 신고하거냐 지도툴 받거나 하는 것이 의무화 되면 자유’는 

없어진다.“랴는 염려툴 나타내고 있다 36) 

결과적으로 12월 15일 r종교법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J(平成 7년 

법률 져1134호)로 종교법인법은 커다란 개정을 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신교자유의 확립， 정교분리， 종교계로부터의 초국가 

추의 · 군국주의적 샤상의 져l거락는 3대 원칙이 일본인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도 할 수 있다. 

36) Ibid., p. 31 참조. 또 洗建은 옴진리교 사건은 종교법인법의 문제， 종교법인의 관할 

정이 대처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형법을 소관하는 경찰의 문제로써 추궁당해야 했 
다고 말하고 있다(洗建 r宗敎法人法改正問題J， 洗建 · 田中滋 編 r固家 ι宗敎-宗敎
n、 8見￡近現代日本」 下， 京홉ß1b敎승 훌승修t 京웹1: 法iU용， 2008, p. 1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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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근대 일본의 종교정책 · 종교행정을 r일본국헌법 J ， r종교 

법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종전을 맞이하고 GHQ의 접령통치가 시작되자 f인권지령 j의 r~1안유지법 J ， 

r종교단체법 j 등의 펴|지， r신도지령 j에 의한 국가신도의 해체가 결정되었 

다. GHQ는 f종교단체법 JOI 펴|지되기까지 r종교법인령 J을 발표하고 일본의 

종교단체를 관리했다. 그것은 신교자유， 정교분리， 종교계로부터 초국가주의 

와 군국주의적 샤상의 제거라는 원칙에 의거해 실시되었다. 이 3대 원칙은 

r일본국헌법 J ， 그리고 r종교법인령」을 받아들어 제정된 r종교법인법 j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신교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r종교법인 

령 j시기에는 종교법인의 설립 시에 준칙주의에 의거한 신고제가 실시되었 

다. 이것이 ‘신들의 러시아워‘랴 불리는 종교법인의 난립을 초래했다 r종 

교법인법 j으로 종교단체의 난립을 일으킨 법인설립의 신고제롤 인증계로 

변경하는 샤례도 더해졌다. 그러나 법률의 정신은 신교자유， 정교분리의 원 

칙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쪽으로 흩렀다. 이것을 악용하고 신교자유를 표면 

상의 수단으로 삼아 경제적 이익 등을 최대학하기 위해 종파이탈의 옴직임 

이 잇달았다. 이 법룰이 신교자유를 중시했기 때문에， 입법 · 행정 · 샤법도 

신교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올 위해 종파 내에서의 신앙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서는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샤법부도 그것을 피해 법큐에 따르는 

형식의 재판만을 행하는 경향이 나탁났다. 그것은 신교자유， 정교분리의 관 

점에서 보면 최대한으로 그것을 존중하고 매우 유효하게 기능하는 것을 의 

미할 수 있다. 

그러냐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교의적인 문제보다도 세속적인 문제에 의 

한 종파이탈， 옴진리교(-t"L..률理敎)의 일련의 샤건， 탈세， 영감상법(짧感 

商法) 등 종교단체가 여러 가지 샤건을 일으치는 등 부작용이 나타냐고 종 

교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모든 원인이락고는 말할 수 없 

지만， 현재로서는 일본인구의 70%는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종교는 일본사회를 통합하는 힘을 잃어버렸다. 또 옴진리교 샤건을 계기로 

平成 7년(1995년)에 r종교법인법」은 시행 이혜 실질적인 커다란 제도개정 

이 실시되었다. 이 개정은 종교 단처|에 대한 규제 강확가 아닌가， 신교의 

자유나 정교분리에 위반되는 것은 야닌가 하는 논의톨 불러 일으켰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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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본에 신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정신이 

정착하고 있다는 샤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개정된 「종교법인법」은 그 운용에 있어 기존의 종교법인에 부 

적당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개정된 종교법인의 인증 

제도에 있어 관할청은 ’3개월 이내에”라는 법의 큐정에 위반해， 인증의 결 

정까지 평균 3년간은 방치한다는 재량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도 보 

고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종교로의 불띨요한 공권력개입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교자유， 정교분리라고 하는 기본적 정신드로 돌아가 행정 기관， 

종교 단체나 그 관계자， 종교학자， 법학자뿐만 아니락 넓게는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고 종교정책 · 종교행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종교 

단체도 세속의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법인으로서 일반인들을 불안에 빠뜨리 

는 반샤획적 활동이냐， 샤람들에게 의념을 품게 하는 탈세 등의 부정행위 

등을 하지 않는 청렴결백한 종교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인 

식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종교정책，종교행정 ， 일본국헌법 ， 종교법인법，신교자유，정교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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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panese Religious Policies and Religious 

Administration and Problems in Them 

Viewed from the Constitution of Japan and 

the Religious Juridical Persons Act 

KAMIBEPPU, Masanobu(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contemporary Japanese 

religious policies and religious administration and identify problems 

in them by scrutinizing the Religious Juridical Persons Act amended 

radically in Heisei 7 (1995),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of Japan 

and the Religious Juridical Persons Act, which are the core bases 

of postwar religious policies and religious administration in Japan. 

The basic spirit and idea of today’ 5 Japanese religious policies 

and religious administration ar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of 

Japan (1946), and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m from the 

Religious Juridical Persons Act (1951). These religious policies and 

religious administration, which are reflection on the prewar State 

Shinto System, are decisively different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and the Religious Organization Law before the 

war. 

It is because such p이icies and administration are the results 

of drastic reforms based on the three great principles the freedom 

of religious belief,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nd the 

removal of supranationalism and militarism from the religious circle 

under the occupation policies of the General Headquarters, the 



일본국헌법과 종교법인법에 본 일본의 종교정책 • 종교행정과 그 문제점 101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SCAP) (in fact, the 

occupation p미icies of the U.S.). The reforms were continued t。

Japanese religious policies and religious administration, the 

Constitution of Japan and the Religious Juridical Persons Act after 

the occupational rule. 

With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and the 

Religious Juridical Persons Act, governmental authorizes such as 

administration and jurisdiction came to refrain themselves from 

interfering with religious affairs from the viewpoint of the freedom 

。f religious belief and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disputes among religious 

organizations, which had never been brought up, surfaced. Such 

disputes include the appearance of religious sects or temples 

demanding breakaway from their denomination for secular reasons 

and the birth of religious juridical persons that cannot be regarded 

as religious organizations. In particular, Oumusin끼'kyo created a 

historically unprecedented crimina l group as a religious juridical 

person on the surface, and shocked the Japanese society severely 

by causing numerous troubles starting trom indiscriminate terrors. 

In this trend that various problems involving religious juridical 

persons were surfacing, the Religious Juridical Persons Act was 

amended drastically in Heisei 7 (1995) in order to catch up with the 

trend. As the law is applied in the form of strengthened regulation, 

however, some people are concerned about its threat to the 

freedom of religious belief and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Paying attention to this phenomenon, we should make efforts 

to hol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and the 

Religious Juridical Persons Act, that is, the freedom of religious 

belief and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s well as people’S 

rights arising trom the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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