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1

최근 한국 불교와 보수 개신교의 갈등:
종교차별, 정교분리, 종교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이 진 구

Ⅰ. 들어가며
2008년 여름, 승려 1만 여 명을 포함한 불교도 20여 만 명(경찰 추산 6만 명)이
참여한 불교도대회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대회의 공식 명칭은 “헌법파
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을 위한 범불교도대회”였으며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1) 이명박 정부가 불교계의 요구에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는 동안, 보수 개신교 진영을 대변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종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이 ‘종교자
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근거였다. 불교와 보수 개신교 진영의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 제정 대신 기존의 ‘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는
선에서 사태가 수습되었다. 그러나 불교계는 개정 공무원법이 ‘처벌 조항’을 지니
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였고, 보수 개신교 진영은 개정 공무
원법으로 인해 공직자의 종교자유가 위축되었다고 불평을 토로하였다. 이처럼 종
교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불교계와 보수 개신교계는 상반된 인식과 태
도를 보였다. 양측의 논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혹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5A8023465)
1)	이 대회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대표하여 성공회 김광준 신부가 “불교계의 종교편향 지적에 공감한다”라는 연대사를 발표하였
는데 이는 ‘진보’ 개신교가 ‘보수’ 개신교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웅기, 〈범불교도대회의 배경과 성격〉, 《불교와 국가
권력: 갈등과 상생》, 조계종출판사, 2010, 311-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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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교차별이다. 불교측의 주장에 의하면 개신교 공직자들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
하여 불교를 홀대하고 개신교를 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차별 행위는 헌법에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대해 보수 개신교 진영은 공직자들의 행
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의 권리에 속한다고 응수하였다. 공직자들의 언행
을 둘러싸고 양측이 정교분리와 종교자유라는 헌법적 개념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
는 것이다.
논쟁의 와중에 보수 개신교 진영은 템플스테이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불교계
를 공격하였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야말로 불교를 우대하는 종
교차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템플스테이 지원은 종교활동 지원이 아
니라 민족(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한 재정지원이므로 종교차별과 관련 없다고 응수
했다.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템플스테이 관장 부서를 문화부 관광국
으로 이관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해소된 듯 보이지만 논쟁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공직자의 종교차별과 템플스테이 문제를 둘러싸고 불교와 보수 개신교 진영
이 갈등을 빚고 있는 동안 이른바 ‘땅밟기’ 사태가 일어났다. 일부 개신교인이 봉은
사를 비롯한 몇몇 사찰에 들어가 불교를 폄하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
포되면서 개신교의 ‘무례한’ 선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불교계는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종교평화법’ 제정을 촉구한 반면 보수 개신교 진영은 법 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종교평화법 제정이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종교간
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개신교의 반대 이유였다.
공직자의 종교차별, 템플스테이, ‘땅밟기’ 논쟁으로 이어진 최근의 사태는 한
국사회 종교갈등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세 사안은 불교와 보수 개신교의 대립
을 공통 기반으로 하면서도 종교차별(금지), 정교분리, 종교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규정들과 복잡하게 얽히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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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 종교갈등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개념들이
각 종교전통에 의해 어떻게 전유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사회의 종교갈등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나름의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종교학 분야부터 살펴보면, 먼저 강돈구는 현대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
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기존의 논의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치중되었다
고 보고 앞으로는 우리 정부와 사회가 ‘종교의 평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종
교차별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 고병철은 공직자의 종교차별 예방교육과 관
련하여 종교편향과 종교차별의 배후에 있는 ‘종교편견’에 주목하고 종교편견 극복
의 방안으로 ‘종교’ 개념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종교중립성 준
수를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공공성내의 자유 실현”을 제안하였다.3) 윤승용은 종
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에 대한 ‘교조적 해석과 적용’ 때문에 국내의 종교정책이 소
극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종교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한
국의 종교문화가 지닌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
다.4) 이혜정은 종교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등장한 영남지역의 종교개발사업을 불
교와 개신교, 지자체의 관계구도 속에서 파악하였고,5) 안국진ㆍ유요한은 해외사
례를 참고하면서 최근 한국사회의 종교갈등 및 종교차별 현상에 대한 해결방향을
모색하였다.6)
사회학 분야의 경우 강인철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등장하는 ‘종교차별의 정치’
는 소수종교의 차별 개선이 아니라 거대종교의 이익에 봉사하는 ‘파당정치’의 성격
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7) 불교적 배경을 지닌 사회학자 유승무는 개신교
2) 강돈구, 〈현대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 《현대 한국의 종교와 정치》,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009, 13-41쪽.
3) 고병철, 〈공직자의 종교차별ㆍ편향 예방교육의 방향〉, 《종교교육학 연구》 31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191-213쪽.
4) 윤승용, 〈한국의 정교분리와 종교정책〉, 《종교문화비평》 25호, 종교문화비평학회, 2014, 195-232쪽.
5) 이혜정, 〈영남지역의 종교갈등과 쟁점〉, 《종교연구》 63집, 한국종교학회, 2011, 1-25쪽.
6) 안국진ㆍ유요한, 〈한국 내 종교갈등 및 종교차별 상황 극복을 위한 제언〉, 《종교와 문화》 19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0, 181206쪽.
7) 강인철, 《민주화와 종교》, 한신대학교출판부, 2012, 127-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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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불교 사이의 갈등을 “총성 없는 전쟁”으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개신교 근본주의
에 내재하는 ‘관념적 근본주의’와 ‘현세지향적인 세속적 태도’의 결합에서 찾았다.8)
이외에도 법학,9) 기독교 신학,10) 불교학11) 관련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심을 가졌다.
본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의 종교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적, 법적, 제도적
차원의 해결방안 제시보다는 종교갈등의 출현 맥락과 의미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1990년대 이후 불교계의 변화된 모습과 보수 개신교계의 성
시화 운동을 살핀다. 그리고 두 진영이 종교차별, 정교분리, 종교자유라고 하는 법
적 개념들을 담론투쟁의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공직자의 종교차별, 템플
스테이, ‘땅밟기’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글에서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는 종교차별금지, 정
교분리, 종교자유의 의미와 상호관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둔다. 세 개념 모두 헌
법의 기본권 조항에 속한다. 종교차별금지는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 1항(“누
구든지 종교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에 근거하며,12) 성차별, 장애인차별, 연령

차별과 함께 차별금지 조항의 대표적인 영역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종교에 따
른 우대 혹은 홀대의 금지를 의미하며 윤리적 범주의 성격이 강한 ‘종교편향’과 물
리적 탄압을 연상시키는 ‘종교탄압’의 중간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종교자유
와 정교분리는 헌법 20조 1항과 2항에 각각 명기되어 있는 개념이다.13) 종교자유

8) 유승무, 〈2008년 범불교도대회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종교간 갈등: ‘총성 없는 전쟁’〉, 《동양사회사상》 19집, 동양사회사상학회, 2009.
85-108쪽.
9) 이정훈, 〈정교분리의 원칙과 불교계의 종교차별금지 입법요구의 위헌성〉, 《전국불교학술대회 자료집》, 2008. 165-177쪽; 민경식, 〈2012
년도 종교법판례의 경향〉, 《종교문화비평》 23호, 종교문화비평학회, 2013, 215-265쪽.
10) 신재식, 〈한국사회의 종교갈등의 현상과 구조 탐구: 한국 개신교 요인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3집, 한국종교학회, 2011, 27-58쪽; 최
현종, 〈종교와 법률제도: 공직자 종교차별 관련법을 중심으로〉, 《성결교회와 신학》 26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1, 56-79쪽.
11) 조기룡, 〈이명박 정부 시기의 종교갈등 사례와 그 해소를 위한 실천방안〉, 《불교학연구》 29호, 불교학연구회, 2011, 379-432쪽.
12)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3)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과 2항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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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자유권 혹은 시민권으로 불리기도 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서 인권 개념의 역사에서 핵심적 위치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예
배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종교자유에 포함되지만 ‘종교로부
터의 자유’도 종교자유에 포함된다. 정교분리는 문자적으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를 의미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모호하다. 정치와 종교 개념 자체가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국가와 종교집단은 구체적 현실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4) 따라서 정교분리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neutrality)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표방하면서 언제든
지 ‘정교유착의 현실’로 귀착될 수 있다.15)
이 세 개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 어떤 사회에서 ‘종교차별’이 발생하면 차별을 받는 사람은 ‘2등 시민’이 되기 때
문에 그 사람의 ‘종교자유’가 침해된다. ‘정교분리’가 시행되지 않는 정교일치사회
또는 국교제도 하에서는 비국교도가 종교차별을 받으면서 그들의 종교자유가 억
압될 수 있다.16) 이러한 면에서 보면 정교분리는 종교차별 금지와 종교자유의 확
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교분리와 종교자유가 충돌하는 수
도 있다. 정교분리를 극단적으로 내세워 공적 영역에서 종교 활동을 배제하면 시
민들의 종교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종교차별금지와 종교자유가
충돌할 수도 있다. 종교차별금지(종교평등)가 극단화되면 타종교에 대한 비판이 금
지되면서 종교(비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17)

14) 정
 교분리가 헌법에 선언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불가능성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Jang Sukman, “The Historical Formation of the ‘Religious-Secular’ Dichotomy in Modern Korea,” Marion Eggert and Lucian Hölscher, eds.,
Religion and Secularity, Leiden and Boston: Brill, 2013, p. 278.
15) 이진구, 〈정교분리담론과 정교유착의 현실〉, 《불교평론》 7호, 2001.
16) 영국의 경우 성공회를 국교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차별과 종교자유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은 영국
의 국교제도는 느슨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Silvio Ferrari, “Models of State-Religion Relations in Western Europe,” Allen D.
Hertzke, ed. The Future of Religious Freedom: Global Challeng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202-214.
17) 최근 서구사회에서는 다문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평등’이 강조되면서 ‘종교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Roger
Trigg, Equality, Freedom, and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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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종교차별금지, 종교자유, 정교분리는 상호수렴의 방향을 취할 수도
있지만 상호 충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세 개념의 의미와 상호관계는 선험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공직자의 종
교차별, 템플스테이, 땅밟기 논쟁에서 이 개념들이 불교와 보수 개신교 혹은 국가
(정부, 정치권, 법원)와 같은 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전유되고 있는가에 주목한다. 그

러면 먼저 최근 한국사회 종교갈등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보수 개신교의 성시화운동과 불교의 반성시화 담론
2008년 8월 불교계가 국가권력을 상대로 공개 시위를 한 ‘범불교도대회’는 한
국 불교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다. 그 이전까지 한국불교는 국가권력과
대결하기보다는 정권에 대한 지지나 종속을 통해 종단의 유지와 안정을 도모해 왔
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불교도대회에 나타난 불교계의 새로운 국가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현대 한국불교사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가 필요하다.
개항 이후 한국사회에 ‘종교(religion)’ 개념이 형성되고 개신교가 종교의 모델
로 등장하면서 ‘다종교 지형’이 형성되었다.18) 당시 불교는 서구 기독교와 일본불
교의 근대성을 나름대로 수용하면서 근대적 종교성을 갖춰 갔지만 식민지하에서
는 ‘사찰령’에 의한 주지 임면과 재산권 통제로 인해 종단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
해되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비구대처 논쟁’으로 내분에 휩싸여 대
사회적 차원의 활동을 할 여력이 없었다.19) 한편 이 시기의 개신교는 국가권력으

18) 장
 석만, 〈개항기 한국사회의 “종교”개념 형성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조현범, 〈근대 한국 개신교의 문명화 담론〉, 《종교
문화비평》 창간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2, 129-156쪽.
19) 김순석,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재발견》, 경인문화사, 2014, 349-376쪽; 이재헌, 〈이승만 정권의 종교정책과 불교정화〉, 《불교와 국가
권력: 갈등과 상생》, 조계종출판부, 2010, 245-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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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받은 다양한 특혜에 힘입어 교세확장에 매우 유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였다.
군사정권 시기에 접어들면서 불교는 군대나 감옥과 같은 국가 기관으로 진출
할 수 있게 되고 석탄일이 공휴일로 제정되는 등, 그 동안 기독교가 독점적으로 누
렸던 제도적 특권을 상당 정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다.20) 그러나 이 시기에
일부 개신교인에 의한 불교 폄하와 불상 훼손, 사찰 방화 등의 사건이 자주 일어났
다.21) 이 사건들은 대부분 은밀하게 일어나서 범인이 잡히지 않거나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일부 광신도의 소행으로 간주하여 ‘자비와 인
내’를 강조할 뿐 종단 차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1990년대 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불교의 상황 인식은 크게 달라지기 시
작하였다. 개신교 장로인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 국방부 법당 차별사건을 비롯하
여, 군부대의 훼불행위, 특수부대 법당 오물투기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공권력에 의한 불교 탄압으로 간주되었다. 일요일에 공무원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총무처장관의 발언이나 부활절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시
험일자를 변경한 사건 등은 국가권력에 의한 기독교 우대 정책으로 여겨졌다. 따
라서 불교계 일각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불교탄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권리에 대한 각성’을 강조하고, ‘교권수호협의회’22)나 ‘불교수호위원회’23)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불교권익을 확보하고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이는 불
교가 자신의 권리와 권익에 새롭게 눈뜨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4년 출범한 ‘개혁종단’은 불교의 대국가 인식에서 분기점 역할을 하였다.

20) 강인철, 《저항과 투항: 군사정권들과 종교》, 한신대학교출판부, 2013, 294-362쪽.
21) 서동석, 〈탄압과 훼불로 점철된 현대 한국불교를 분석한다〉, 《승가》 11호, 중앙승가대학교, 1994, 177-180쪽.
22) 서동석, 〈탄압과 훼불로 점철된 현대 한국불교를 분석한다〉, 《승가》 11호, 중앙승가대학교, 1994, 180쪽.
23) 윤청광, 〈이교도들의 교권침해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방안〉, 《승가》 15호, 중앙승가대학교, 1998,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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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현 총무원장 3선 연임 저지 운동을 계기로 탄생한 ‘개혁종단’은 불교의 자주
성을 강조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나름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
다.24) 이 무렵부터 불교계에서는 ‘종교편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불교에 대한 폄하나 불상 훼손에 관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조계종 산하 ‘종교편향대책위원회’(종교평화위원회의 전신)의 결성(1998)과 <종
교편향백서>(2000)의 발간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불교가 교단의 권익 수호와 대사회적 차원의 관심을 확장시켜 가고 있
을 때 보수 개신교 진영에서는 성시화운동이 확산되고 있었다. 1970년대 초 김준
곤 목사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성시화운동은 한 동안 침체 상태에 있다가
1990년대 들어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 평신도 법조인 전용태와
양인평이 춘천을 거점으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면서 점차 다른 도시로 확산되
었다.
성시화 운동은 기관장 중심의 ‘성경공부’ 모임을 근간으로 하였는데 이는 각
도시에서 기관장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한 전략이었다.25) 나중에는 목회자도 참
여하여 현재 성시화운동은 평신도 중심의 ‘홀리클럽(holy club)’과 목회자 중심의
‘성시화운동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성시화운동측 자료에 의하면 홀리클럽은 ‘7성
(七聖)운동’을 목표로 하는데 개인[聖民], 가정[聖家], 교회[聖會], 직장[聖職], 사회

[聖社], 국가[聖國], 세계[聖世]로 이어지는 7개 영역을 거룩하게 하는 ‘회개와 실
천 운동’이다. 반면 성시화운동본부는 ‘3전(三全) 운동’ 즉 “전(全)교회가 전(全)복음
을 전(全)시민에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도운동’이다.26) 홀리클럽과 성시화

24) 김순석, 앞의 책, 403-429쪽.
25) 전용태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기관장 한 명을 변화시키면 일당 100을 감당해 낸다. 도시마다 이런 영적 자원을 활용해 이 사람들을
깨우면 도시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민족복음화를 효과적으로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다.” 김철영, 〈우리,
성시화운동에 전심전력합시다〉, 《뉴스파워》, 2005.8.29.
26) 서울홀리클럽 홈페이지 자료실 http://holycitym.com/index.php?document_srl=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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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는 별도의 목표와 조직을 지니고 있지만 성시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연
대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 성시화운동본부가 설
립되어 있고 해외 성시화운동을 위해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설립되어 있다.
성시화 운동은 문자적으로 보면 도시의 성시화를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족복음화’ 운동의 흐름 속에 자리잡고 있다. 도시를 거점으로 한 ‘국가복음화’ 운
동인 것이다. 따라서 성시화운동은 도시의 기독교화를 넘어 국가의 기독교화를 목
표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기독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개신교 복음주의
를 특징짓는 팽창주의적 선교논리로서 새로울 것이 없지만 기관장과 같은 공직자
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관을 내면화한
공직자들의 경우 직무 수행과정에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선교 정복주의적
태도를 드러내기 쉽다.
불교계가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측면이다. 불교계는 성시화 운동
을 개신교 공직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종교차별의 근본 동력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
라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선교운동으로 간
주한다. 그러면서 《성시화운동 편람》에 나와 있는 아래 구절에 주목한다.

시민은 신자가 되느냐 이주하느냐 양자택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는 주일학
교화 되고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화 되고, 학교는 곧 교구가 되며 춘천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와 성경과 성령에 의해 다스려진다.… 성시 특별 보호 법안
같은 것이 국회에 통과되어 시정은 장로급 인사가 영도하는 시민회의에서 다
스려지고 관공리의 수가 반감 될 것이다. 시 예산의 십일조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쓰여질 것이다.”27)

27) 김준곤 엮음, 《성시화운동 편람》, 순출판사, 2006,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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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는 성시화운동이 첫 번째 성시의 대상으로 삼은 춘천시의 미래상을 그
린 것인데 불교계는 이 부분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시
화운동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공포정치’와 마주치
게 될지 모른다거나,28) 신정일치사회를 저지하지 못하면 한반도에서 불교가 1,700
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불교계에서 유포되
었다.29)
불교계는 홀리클럽을 개신교라는 ‘배타적 연줄망’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권력
카르텔’로서 조선말의 붕당과 같은 엄청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직으
로 간주한다.30) 그리고 성시화운동이 “바다를 따라 종으로 성시화 벨트를 형성하
고 이를 다시 횡으로 묶음으로서 대한민국을 거미줄처럼 엮어가고 있다”고 두려워
하고 있다.31) 심지어 거리청소나 불우이웃돕기 등과 같은 봉사활동도 성시화운동
이 가진 선교적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32)
이처럼 1990년대부터 대사회적 차원에서 ‘종교편향’ 담론을 생산하고 ‘권익의
정치’를 모색하던 불교계가 성시화 운동이라는 ‘거대한 타자’와 만나는 지점에서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둘러싼 일대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즉 불교계가 ‘정법수호’
의 기치 하에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적 언행을 방조하는 이명박 정부와 정면 대결하
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간 사건이 2008년 여름의 ‘범불교도대회’였다.33)
불교계의 대규모 시위에 당황한 한나라당은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를 규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34) 이명박 대통령도 국

28) 배병태, 〈왜곡된 전도선언, 기독교 성시화 운동의 실체〉, 《격월간 참여불교 웹블로그》 7월호, 2008.
29) 〈종교차별, 정부복음화를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 《종교차별 법회자료2》, 12쪽.
30) 정웅기, 〈범불교도대회의 배경과 성격〉, 《불교와 국가권력, 갈등과 상생》, 조계종출판사, 2010, 337쪽.
31) 〈종교차별, 정부복음화를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 《종교차별 법회자료2》, 8쪽.
32) 위의 글, 4쪽.
33) 대회의 자세한 경과 및 전개과정은 정웅기, 앞의 글, 309-353쪽 참조.
34) 국회를 통과한 최종법안에서는 처벌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1조의 2(종교중립
의 의무) ①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 상 명령을 한 경
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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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회의 석상에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무원의 종교편향 활동 금지 조항 신설을 골
자로 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서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설립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는 학계의 자문을 얻어 종교차별에 관한 국내외 사례 수집, 종교차별의 가이드라
인 및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지침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최근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종교갈등으로 비화한 공직자의
종교차별, 템플스테이, ‘땅밟기’ 사례를 중심으로 불교와 보수 개신교 진영에서 종
교차별, 종교자유, 정교분리 등의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살펴보자.

Ⅲ. 공직자의 종교차별 논쟁 : 정교분리와 종교자유의 충돌
최근 불교계가 펴낸 《대한민국 종교차별사례집 1945-2011》에 의하면 공직
자의 종교차별 사례는 청와대에서부터 국회, 행정부, 법원, 군대, 경찰에 이르기까
지 거의 모든 공공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35)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예배 및 국
가조찬기도회 참석, “모든 정부부처 복음화가 나의 꿈”이라는 청와대 경호실 차장
의 발언,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표현한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
“기독교 정치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과 “신정정치
를 통해서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 근무시간에
통성기도하고 공용전산망을 이용하여 기도회 참석을 홍보한 공정택 서울시 교육
감, 복도에 기독교 문구가 적힌 액자를 전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예비군 훈련 중
개신교 찬양 일색의 영상을 상영한 육군 71사단, 경찰 워크숍 시간에 모든 직원을
35)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민국종교차별사례집 1945-2011》, 2012, 63-154쪽; 이 자료집에 포함
된 종교차별 사례는 50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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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기도문을 낭독하고 기도문을 메일로 발송한 전주시 덕진구 경찰서장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36)
불교계가 수집한 공직자의 종교차별 사례를 모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서는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두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두 사례는 이
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성시화운동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으
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하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사건’이고 다
른 하나는 정장식 포항시장의 ‘포항시 예산 1% 성시화 운동 전용 계획’ 사건이다.

1. ‘서울시 봉헌’

2004년 5월 31일 이명박 시장은 어느 개신교 청년단체가 개최한 행사에서 ‘서
울을 하나님께 봉헌’이라는 제목을 지닌 봉헌서를 직접 낭독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서울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영적 파
수꾼임을 선포한다.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기독청년들
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37)

봉헌문에 등장하는 “거룩한 도시”나 “하나님의 백성”,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과 같은 표현들은 성시화운동의 모티프를 연상시킨다.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
봉헌 사실이 알려지자 120여 사찰 및 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서울시 봉헌 관련 범
불교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조계사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이명박 시장의 봉헌
36) 위의 책, 63-154쪽.
37) 〈이명박 시장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 《오마이뉴스》, 20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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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유린한 행위라고 선언하면서 공개사과를 요청하
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38) 이명박 시장이 나름의 사과를 하였지만, 사과 내용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서울 시민과 불교 신자 108명은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소송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1)국가권력이 종교선전 또는 종교활동에 개입한
반 헌법적인 행위, 2)서울시민 전체의 봉사자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
의 위반, 3)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4)특정종교를 믿지 아니하는 서울시 주민에게 서울시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국민의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삶과 지표인 행복
을 추구할 권리 침해, 5)다른 시·도 및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서울시민을 모두 기
독교신자로 오인케 할 수 있음 등이다.39)
이 소송 사건에 대해 보수 개신교 진영을 대변하는 한국교회언론회(한교언)는
이명박 시장이 자신의 신앙공동체에서 발언한 것을 종교편향으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개신교 공직자가 기독학생 모임에 참여해서 발언한 것은 종교
에 대한 경의표시와 개인의 신앙고백과 같은 것인데 이를 문제시 하는 것은 과잉
반응이며, 그 모임에서 사용한 “하나님께 바친다”는 표현도 “우리 시대의 타락하고
범죄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바꾸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40) 후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때도
비슷한 논조로 평했다.

대통령이나 정부 관리들은 과거나 현재에도 개인적인 종교 신념에 따라, 자
신이 섬기는 종교 모임에서조차도 신앙적인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

38) 대본효, 〈이명박 시장 ‘서울시 봉헌’ 관련 연석회의〉, 《미디어조계사》, 2004.7.14; http://news.jogyesa.kr/news/articleView.
html?idxno=794.
39) 신미희, 〈시민·불자 108명, ‘서울봉헌’ 집단소송〉, 《오마이뉴스》, 2004.7.27.
40) 〈논평: 이명박 서울시장의 발언문제 제기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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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가? 이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보여 염려된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이
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앙표현을 종교편향으로 몰아간다
면, 이것은 지나친 억지가 아니겠는가?41)

이처럼 보수 개신교계는 공직자의 언행을 개인의 종교자유의 표현으로 해석
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불교계는 이명박 시장이 개신교인 모임에
참여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의 직함과 휘장’이라는 ‘공적 자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정교분리 위반 즉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언행은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들
이 금전으로 위무돼야 할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시했다. 이 시장의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인 비난가능성을 넘어 헌법상 정교
분리의 원칙, 종교평등의 원칙,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거나, 원고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
다는 것이다.42) 요컨대 ‘윤리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제재를 가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서울시 봉헌 사건을 보는 시각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불교계(시민사회 일부 포함)에 의하면 이명박 시장의 행위는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
고, 보수 개신교 진영에 의하면 사적 개인의 종교자유 행사이고, 국가(사법부)에 의
하면 정교분리 원칙 위반은 아니지만 윤리적 차원에서는 부적절한 행위이다. 이처
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불교와 보수 개신교는 정교분리와 종교자유라는 헌법적 규
41) 〈논평: 종교편향 주장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2008.12.11).
42) 〈대법원, ‘서울 봉헌’ 발언한 이명박 前서울시장 손배소… 기각〉, 《법률신문》, 200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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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각각 주요 무기로 삼아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포항시 성시화 대회

‘서울시 봉헌’ 사건이 일어날 무렵 포항시에서는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
가 열렸다. 당시 정장식 포항 시장이 이 대회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대회의 준비기획안에 ‘포항시 예산 1%를 성시화 운동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식을 접한 불교계는 포항 시민단체 및 천주교와
연대하여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포항시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불교계는 ‘기관장
홀리클럽’이라는 조직이 이번 사태의 배후라고 판단하고 정시장의 홀리클럽 탈퇴
를 요구하였다. 열띤 논란 끝에 포항 기관장 홀리클럽이 해체 선언을 발표하면서
양측 사이의 갈등이 일단 봉합되었다.
양측이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각기 주장했던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3) 첫째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종교편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정장식 포항
시장이 ‘포항기관장 홀리클럽’의 창립을 주도하고 중심적 활동을 해왔는데 이는 공
무원법상 직무전념의 의무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행위라고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해 홀리클럽측은 정시장이 시장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근
무 외 시간’에 신앙활동에 참여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론을 폈다.
둘째 대책위는 정 시장이 대회 기간 동안 신앙간증을 통해 ‘포항을 기독교 도
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홀리클럽측은 정시장의 신앙간증은 어디까지나 ‘개
인적 차원의 신앙활동’이므로 국가의 종교적 중립이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43) 〈종교편향대책위원회의 정장식 포항시장에 대한 ‘포항기관장홀리클럽’ 탈퇴 및 종교편향 정책에 대한 사과 주장에 대한 반박〉, 한국교
회언론회 홈페이지(2004. 12.14).

연구논문_197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특정종교가 기관장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까지 문제삼
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셋째 대책위는 정 시장이 포항시의 재정 1%를 성시화운동을 위해 사용하려고
기획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공금을 유용하려 한 위법행위라
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홀리클럽측은 이는 ‘사실왜곡’이며 특정 종교단체가 구
체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근
거로 공무원에게 직권남용 내지 공금유용 운운하는 것 자체가 ‘종교의 정치화’ 내
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 대책위는 정 시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선
교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홀리클럽측은 개인적 신앙에 따라 ‘개인적
종교활동’을 한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특정종교를
옹호하거나 배척한 사실이 없다고 응수하였다.
큰 틀에서 보면 양측의 논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소송 사건에서 등장한 것
과 비슷하다. ‘포항시의 기독교도시화’ 발언은 ‘하나님께 서울시 봉헌’ 발언과 유사
한 의미를 지니는데 개인의 신앙언어(종교자유)로 볼 것인지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
성(정교분리) 위반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정 시장의 기관장 홀리클럽 활동 및
전도활동 역시 개인의 종교자유와 공직자의 종교중립성 준수 의무 사이에서 논란
이 되는 사안이다. 포항시 재정을 성시화운동에 사용하려 했다는 계획안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논쟁에서도 불교측은 공
직자의 정교분리(종교적 중립성)의 의무를 강조한 반면 개신교 보수 진영은 공직자
개인의 종교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불교계는 성시화운동과 관련한 공직
자들의 종교차별 언행을 정교분리 위반으로 공격하는 반면, 보수 개신교계는 공직
자 개인의 종교자유 행사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불교측이 공공영역에서 종교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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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반면, 보수 개신교 진영은 공공영역일지라도 개인의 종교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직자의 종교차별 논쟁의 경우에는 불교가 ‘공격수’이고 보수 개신교
가 ‘수비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서로의 위치가 바뀌는 상황이 일어났다.
보수 개신교의 전위 역할을 하는 한교언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불교계에 의하여 주
창된 ‘종교편향’ 이라는 말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
되고 사회 전반에서 불교계의 눈치나 보는 “종교 기형적인” 나라가 되었다.44) 종교
편향 문제는 개신교가 일으킨 사안이 아니라 불교가 정부와 공직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시작한 기이한 현상으로서 정부의 굴복으로 인해 개신교
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45) 그러면서 공격 목표로 설정한 것이 템플스
테이인데 장을 달리 해서 살펴보자.

Ⅳ. 템플스테이 논쟁 : 종교차별과 정교분리
2010년 7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등 보수 개신교 진영에 속한 5개 단체는
‘종교계는 국민혈세로 종단 운영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신문광고를 내고 정부
가 국민의 혈세를 원칙 없고, 무분별하게 재정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종교계를 병
들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템플스테이를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았다. 광고문안의 일
부는 다음과 같다.

왜 정부는 국민혈세로 불교 포교에 앞장서는가? ‘템플스테이’ 즉 ‘사찰 체험’은

44)	〈논평: 기독교가 설립한 교도소 직원 채용에 종교 표시가 ‘종교편향’이다〉,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2012.3.9).
45)	〈논평: 종교편향 주장으로 차별당하는 기독교〉,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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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명목이 외국관광객유치를 표방하고 있는데 순수한 외국관광객이 몇 명이
나 참석했는가? 결국 정부가 내국인 사찰체험에 국민혈세를 사용한 결과가 되
어 불교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같은 심각한 종교편향적인 지
원을 즉시 중단하라.46)

템플스테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불교의 포교
활동이므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즉각 중지하라는 요구이다. 한교언도 템플스테이
를 “문화를 빙자한 종교 사업”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중지를 요구하였다.
보수 개신교 진영에 의하면 템플스테이는 관광·문화적 프로그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불상(佛像) 앞에서 아침과 저녁에 예불 올리는 순서와 공
양, 발우, 불교식 요가, 선무도 등을 포함하므로 포교활동과 관계가 있다.47)
보수 개신교계의 이러한 주장이 힘을 발휘하여 2011년 국회에서는 템플스테
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그러자 조계종은 “템플스테이 지원금 전면 거부”를 외치
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템플스테이 사업 담당부서를 ‘종무실’에서 ‘관광국’
으로 이관함으로써 양측의 논쟁을 일단 잠재웠다.
그러면 왜 정부는 템플스테이 담당 부서를 이관한 것인가? 담당 부서 이관을
기독교 단체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한 관점도 있지만,48)
정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템플스테이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기보다는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을 떠나 전통사찰에 머물면서 여가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전통체험문화 프로그램 사업이므로 2012년부터 관광국으로 사업이 이관

46)	〈광고: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 《문화일
보》, 2010.7.14-15.
47) 〈논평: 지금 우리국민들은 정종유착의 폐해를 보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2010.12.15).
48) 황평우, 〈정교분리정책과 종교예산책정문제에 관한 연구〉, 《정부의 종교문화재 예산지원 어디까지 해야 하나? 2014 종자연 연구용역
결과발표 및 학술토론회 자료집》, 2014, 3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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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추진 중입니다.”49) 템플스테이 예산이 ‘전통문화 체험지원 예산’ 명목으로 바
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동 사업의 목적은 특정한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
인 불교와 유교를 관광자원으로 개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
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템플스테이 체험 및 서원ㆍ향교 체
험 등 ‘전통문화’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
램을 제공하기 위해 당초 사업명인 ‘템플스테이’를 ‘전통문화체험 지원’으로 확
대,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50)

요컨대 정부는 템플스테이 사업을 종교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통문화체
험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재정 지원을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불교계 역시 템플
스테이를 문화관광자원이자 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규정한다. 불교측의 주장에 의
하면 종교적 포교목적을 위해서는 설법, 교육, 수계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
는데 템플스테이에는 그러한 절차가 없다. 사찰의 일상인 사찰의식이 포함되어 있
을 뿐이고 의식 참여는 참가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51)
이처럼 세 주체는 템플스테이의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
다. 정부와 불교계는 템플스테이를 ‘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반면 보수 개신교
는 ‘종교(포교)’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이들 사이의 템플스테이 논쟁은 법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보수 개신교에 의하면 템플스테이 지원
은 국가에 의한 특정 종교지원 사업으로서 종교적 중립성을 위반한 종교차별인 동

49) 위의 책. 31쪽.
50) 위의 책, 31쪽.
51) 위의 책, 165-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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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정교분리 위반 행위이다. 반면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템플스테이를 종교사업
으로 해석하면서 정부에 압박을 가해 재정지원 중지를 요구하는 보수 개신교 진영
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서 정교분리 위반이다. 한편 정치권은 ‘상
황논리’를 따르고 있다. 처음에는 보수 개신교 진영의 힘에 밀려 템플스테이 예산
을 대폭 삭감하였다가 불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담당 부서를 바꿔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서 정치권 특유의 ‘실용주의(pragmatism)’가 잘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종교차별이나 정교분리의 의미에 대한 성찰보다는 종
교계의 ‘표’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2)
이처럼 템플스테이 사업을 둘러싸고 불교계와 대립하던 보수 개신교 진영은
일간신문에 아래와 같은 광고를 실었다.

정치권력과 종교의 부적절한 만남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망하게 한다. 중세
로마권력과 로마교회의 결탁은 국력을 약화시켰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불
교로 인하여 고려왕조가 멸망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서는 종교계가 국가정책에 압력을 행사하고, 한편으로는 국민세금으로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다. 그런가하면 ‘종교편향’이라며
정부를 몰아세우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예산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버젓
이 ‘로비’까지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종교와 정치권력의 밀착은 서로에게 불
행이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53)

요컨대 불교에 의한 공직자 종교차별 시비와 템플스테이 지원금 수령을 종교

52) 종교자유와 관련한 정치인들의 실용주의적 경향에 대해서는 Anthony Gill, The Political Origins of Religious Liber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53)	〈광고: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 《문화일
보》, 2010.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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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치권력의 밀착으로 규정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중세 가톨릭교회와 정
치권력의 유착 및 고려불교와 정치권력의 유착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처럼 현재의
불교와 국가권력의 유착이 양자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
데 얼마 안 있어 보수 개신교 진영을 당혹스럽게 만든 사태가 발생하였다.

Ⅴ. ‘땅밟기’와 종교평화법 논쟁
2010년 말부터 봉은사와 동화사를 비롯한 사찰들에서 일부 개신교인에 의
한 ‘땅밟기’ 사태가 일어났다. 개신교인들이 불교 사찰에 들어가 ‘중보기도’나 찬송
과 같은 기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전쟁’으로서 성시화 운동의 범주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다룬 공직자들의 종교차별 언행과는 달리 땅
밟기는 공권력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대한민국종교차별사례집》
에서도 땅밟기는 정교분리 위배나 종교자유 침해의 영역이 아니라 ‘훼불’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땅밟기 사태와 관련하여 종교평화법 제정 논의가 등장하면서 종교
자유나 정교분리와 같은 법적 개념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다시 등장하였다.
땅밟기 사태가 일어난 직후 불교종단협의회는 가칭 ‘종교평화윤리법’ 제정을 요청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일부 개신교계의 불교폄하와 훼불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뜸하던 각종 훼불사건들이 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또 다시 빈번해 지
고 불교폄하와 훼불 사건의 강도가 도를 넘고 있는 것에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 정부의 중립적이지 못한 종교적 시각에 기인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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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봉은사 땅밟기, 동화사 땅밟기…공개적으로 수천 명이 모여서
“사찰이 무너져라” 기도하고…개신교계의 상식을 넘어선 행동은 헤아릴 수 없
이 많습니다.54)

불교종단협의회는 땅밟기를 비롯한 훼불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적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종교계 지도자들에게는 ‘종교인 평화 선언과
종교인 윤리규범’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 분열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종교인의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는 ‘(가칭)종교평화 윤리
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였으므로 당시 불교계는 후보
들에게 종교평화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여야 후보 모두 종교평화법 제정에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
이와 달리 보수 개신교계는 종교평화법 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한
교언은 논평을 통해 종교평화법은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 신학
적, 윤리적 방법이 아니고 법과 제도로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선택과 비판, 선교와 포교를 제한하여 ‘종교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부가 법률로써 종교의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교분
리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불교계가 집요함을 보이는 ‘종교평화법’
은 대선을 앞두고 표가 다급한 대선 주자들에게 청구서를 내민 것이며, 종교평화
를 가장하여 다른 종교에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였
다.55)
한교언 소속 고영일 변호사도 종교평화법이 종교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선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재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간섭이
54)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성명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홈페이지(2010.11.2).
55)	〈논평: ‘종교평화법’이 과연 필요한가?〉,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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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법을 통해서 특정종교를 우대 또는 차별대우하기 위한 정책수립 내지 정치
활동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종
교평화법은 종교자유 및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 평등의 원칙 위배, 종교
의 자정기능 상실 및 특정 종교의 세력 확보 수단의 변질이라고 주장했다.56) 보수
개신교의 잡지 <교회와 신앙>도 “종교평화법은 불교의 기독교 견제의 절정”이고
“기독교가 포교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의도가 담긴 악법”이라고
비판했다.57)
불교계에서는 종교평화를 위해 종교(선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
다는 분위기가 엿보이는 반면, 보수 개신교 진영은 선교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종교자유 침해, 정교분리 위반, 나아가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차별에 해당한
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수 개신교 진영은 종교평화법 제정에 결사 반대하는 태
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은 역시 종교계의 동향과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
종교계 관련 공약에서 상충되는 요구를 동시에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
다. 새누리당은 불교계의 ‘종교편향’ 부문 정책 제안에서는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약속한 반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기독교 정
책에서는 공직자의 종교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모순되는 공
약도 남발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권의 풍경인 셈이다. 정치권에서 중요
한 것은 종교자유, 정교분리, 종교차별금지와 같은 헌법적 가치 그 자체가 아니라
종교계의 ‘표’다. 따라서 종교차별 논쟁에서 등장하는 정치권의 태도는 ‘정치 논리’
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56) 〈종교평화법 제정, 과연 필요한가?〉, 《노컷뉴스》, 2012.12.7.
57)	양봉식, 〈불교의 종교평화법은 기독교 고립전략〉, 《교회와 신앙》,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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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며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양대 종교인 불교와 보수 개신교가 최근에 빚은 상호갈
등의 양상을 공직자의 종교차별, 템플스테이, 땅밟기 사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세 이슈를 둘러싼 양자의 갈등은 추상적인 교리논쟁도 아니고 폭력을 동반한
종교전쟁도 아니었다. 양자 사이의 갈등은 종교차별금지, 정교분리, 종교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개념의 무기를 가지고 전개된 담론투쟁이었다.
공직자의 종교차별 논쟁은 성시화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개신교 공무원들의
종교적 언행이 종교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불교계는 성
시화운동을 ‘신정국가 만들기’로 파악하고 그러한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
는 공직자들의 몸짓을 종교차별의 범주에 포함시킨 반면, 보수 개신교는 성시화운
동에 참여한 공직자들의 언행이 종교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한 견해의 차이는 공인(公人)으로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정교분리의 의무’와 사
인(私人)으로서 공직자가 누려야 할 ‘종교자유의 권리’의 충돌로 표출되었는데 거
기에는 보수 개신교의 선교 제국주의적 욕망과 불교의 반성시화 담론의 대결구도
가 숨어 있다.
템플스테이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종교차별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보수 개신교는 템플스테이가 포교활동에 속하므로 이 사
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종교차별이라고 주장한 반면 불교는 템플스테이가 전통문
화이므로 종교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종
교’ 혹은 ‘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다. 그 기준은 관련 주체들의 잠정적 합의에 의해 결정될 뿐이고 그후에도 관련 주
체들의 욕망과 권력관계의 변동에 의해 지속적인 협상과정에 놓이게 된다. 이 지
점에서 주목할 것은 템플스테이 사업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 보수 개신교는 템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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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를 종교의 범주에 배치하지 않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반대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보수 개신교가 템플스테이를 포교사업으로 간주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을 종교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은 개신교 공직자들에 의한 성시화운동에 대해 불교
계가 종교편향 시비를 걸면서부터이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차별과 같은 법적 개념
들이 자명한 객관적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관련 주
체들의 욕망과 협상에 의해 그때그때 내용이 채워지는 ‘텅빈 기호(empty sign)’임을
확인할 수 있다.
땅밟기 논쟁의 경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슈가 종교평화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땅밟기 사건
이 터졌을 때 불교계는 종교평화법 제정을 촉구했고 보수 개신교 진영은 법 제정
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무례한’ 선교를 막기 위해서는 종교평화법 제정이 필요하
다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었던 반면, 종교평화법 제정은 선교활동 자체를 불가능
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사반대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 개신교의 입장이었다.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땅밟기와 같은 공세적 선교(proselytism)는 타자의 종교자유를 침
해하는 행위인 반면, 보수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선교활동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야말로 종교자유의 침해인 것이다. 이처럼 이 논쟁에서도 헌법적 가치인 종교자유
는 자명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욕망에 의해 그 내용이 채워지는 텅빈 기
호임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불교와 보수 개신교 사이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약화되었지만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의 요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공직
자의 종교차별이나 템플스테이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땅밟기와 같은 사태는 언제
든지 재점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매개로 한 불교
와 보수 개신교 진영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법적, 제도적 차원
의 해답을 제시하기 이전에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종교차별, 종교자유, 정교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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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개념들이 다양한 주체들의 욕망을 통해 굴절되고 협상되어 온 과정을 규
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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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불교와 보수 개신교 진영 사이의 갈등 배경과
그 의미를 종교차별금지, 종교자유, 정교분리로 대변되는 헌법적 규범에 초점을 두면서
분석하였다. 분석 사례는 공직자의 종교차별, 템플스테이, 종교평화법 제정을 둘러싼 세
논쟁이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과 같은 개신교인 공직자들의
행위가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불교측은 개신교인 공직자들의 행위들을 성시화운
동의 산물로 보면서 정교분리 위반으로 주장한 반면, 보수 개신교 진영은 공직자가 누릴
수 있는 종교자유권의 행사라고 반박하였다. 이 논쟁은 공인이 지켜야 할 정교분리의 의
무와 사적 개인이 누려야 할 종교자유의 권리 사이의 충돌로서 여기에는 공과 사의 이분
법이 작동하고 있다.
두 번째는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다.
보수 개신교 진영은 템플스테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반면, 불교측은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즉 보수 개신교 진영은 템플스테이가 포
교활동에 속하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정교분리 위배라고 주장한 반면, 불교측은 템플
스테이가 전통문화의 범주에 속하므로 정교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이
논쟁의 배후에는 템플스테이의 성격을 둘러싸고 종교와 문화의 이분법이 작동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땅밟기’ 사태로 촉발된 종교평화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다. 불교측은
보수 개신교 진영의 공세적 선교활동이 종교평화를 저해하므로 선교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종교평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 개신교 진영은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법은 종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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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종교차별금지, 종교자유, 정교분리와 같은 헌법상의 규범들은 보편성
과 중립성을 지닌 자명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현실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욕
망에 의해 끊임없이 소환되면서 그 내용이 채워지는 ‘텅빈 기호’인 동시에 주체들
의 협상에 의해 그 내용이 변화되는 매우 불안정하고 논쟁적인 개념이다.

주제어: 종교자유, 종교차별, 정교분리, 한국 불교, 한국 보수 개신교, 성시화운동, 템플
스테이, 종교평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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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Conflicts between Buddhism and Protestant
Conservatives in Recent Korea: Focused on Religious

Discrimination, Religious Freedom, and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Lee, Jin Gu
The Korea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This paper aims at the exploration of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religious conflicts between Buddhism and protestant conservatives in recent
Korea, focusing on constitutional norms such as “no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religious freedom,”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Three kinds
of conflict between Buddhism and conservative Protestantism occurred
recently.
The first was controversy surrounding protestant public servants’
religious speeches and behaviours. Buddhists claimed that their religious
practices violat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while
protestant conservatives responded that their behaviours belong to the right
to religious freedom. In this controvers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which should be observed by public servants collided with the
private person’s right to religious freedom.
The second was conflict about the legitimacy of government’s support to
temple stay program. While protestant conservatives considered state’s
support to temple stay program a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hurch-state
separation, Buddhists responded that government’s support to that progra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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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t odd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n protestant
conservatives’ view temple stay program was religious one, but, in Buddhists’
argument that program was cultural one.
The third was controversy about the necessity of enactment of Religious
Peace Law. Buddhists argued lawmaking is necessary for the inter-religious
peace, emphasizing that protestants’ aggressive proselytism brings about
religious conflicts. Conversely, protestant conservatives were opposed to the
enactment of that law, claiming that lawmaking could threat the right to
religious liberty, especially, evangelization.
These conflicts show that constitutional norms such as no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religious freedom, and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are not stable but unstable. In other words, these norms are not universal or
neutral concepts but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which could be used by
subjects of desire.

Key Words: Religious Freedom, Religious Discrimination,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Korean Buddhism, Korean Protestant
Conservatives, Holy City Movement. Temple Stay, Religious Pea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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