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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회복지의 권력화에
?
대한 고찰
이 혜? 숙

I. 연구 배경
인류사에서 종교와 사회복지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져 왔다. 종교가 본연의
가르침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자선행위야말로 제도적 사회
복지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종교가 곧 사회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 굳이 ‘종교사회복지’라는 조어(造語)가 오히려 혼란
스럽고 막연하게 느껴질 것이다. 현대에 와서 더욱 복잡 미묘해진 종교생활의 경
계와 일반 사회생활의 직업적 분화 및 전문화로 인하여 종교사회복지가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개념상 경계선을 긋기가 어려운 측면
이 있다.
본고에서는 종교인이나 종교기관이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조직적이고 정규적
인 사회복지사업은 물론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에 근거한 신자들의 대(對)사회적
봉사나 후원활동을 망라해서 단순하게 종교사회복지의 영역을 상정한다. 자원봉
사와 같은 임의적 활동들과 달리 법정 사회복지영역에는 종교계가 자체적으로 설
립한 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복지기
관들도 포함될 것이다. 오늘날은 종교계 내부에서 순전히 자체 자원을 모연하여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보다 정부·기업·민간후원 등 외부지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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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기관들이 훨씬 많아졌다. 그러므로 종교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종교인들
의 경험을 논할 때에도 활동하는 현장 각각의 배경과 운영여건 등에 따르는 특이
성·다양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종교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에서 종교인은 각자 어떤 경로로 어떻
게 봉사하고, 얼마나 만족하는지 등등 신앙생활에 관련된 이타적 실천의 경향성이
궁금하다. 종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과 더불어 삶을 나누도
록 배울 것이므로 사회봉사·사회복지 영역에서 종교인의 참여가 무종교인에 비
해서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 교회 등의 종교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복지활
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해당 종교기관에 소속한 신자들의 자부심이 커지고, 지역
사회로부터 얻는 신뢰와 지지도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런 추정들이
과연 옳을 것인지, 필자에게 오래된 문제의식이다.
우리나라가 일제(日帝) 착취에 이어 전쟁까지 겪은 절대궁핍의 시기에 그때를
맞춰서 들어온 외국 선교단체의 구호물자가 이 땅에 기독교 교세를 확장하는데 일
조하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타의 종
교계에서도 사회복지활동의 장(場)을 늘려온 것이 사실이니만큼 과연 돌봄과 나눔
이라는 종교인의 신앙적 책무가 더 충실하게 이행되었고, 신앙생활의 만족도는 더
커졌는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의 종교계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더 커
졌다고 볼 수 있는가. 그만큼 종교인구도 더욱 늘어났을 것인가. 종교사회복지에
참여한 주체들의 내부경험과 외부현상에 대해서 개인차원이거나 조직차원이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종교적 측면을 주목한 선행연구가 그리 많지는 않다.
교회[사찰·성당 등 종교기관을 통칭함]라는 곳은 신자들이 이타적 교의(敎
義)를 배우는 장소임과 동시에 그렇게 학습한 교의와 구체적 실천 사이에 징검다

리를 놓아주는 역할의 최우선 책임자라고 생각된다. 종교인의 일상생활에서 이타
적 행동을 실천하도록 현실의 교회가 어떻게 안내하는지, 그것이 종교사회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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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변수라고 보며 본고의 초점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돌아보면 실제로 정규
의 사회복지나 비정규의 사회봉사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들 열렸기 때문에 그 경로
(經路)로 종교인들의 이타적 실천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을 것 같다. 그 결과 종교인

구의 비중만큼이나 큰 신뢰감과 유대감이 우리 사회에 확산됨으로써 이른바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에도 종교사회복지가 크게 기여를 했을 것 같다.
그러나 실은 선행연구와 필자주변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오늘날 종교사회복지 현장이 거듭 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종교인들은 자기
가 속한 교회를 통한 돌봄과 나눔에서의 책임성이 취약해진 것으로 느껴진다. 특
히 교회가 비대해지는 문제와 유사하게 교회부설 복지기관 등이 규격화 되고 공적
지원을 잘 받는 사업장이 되어갈수록 소속 교인들의 참여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
는 것 같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지 그 내막을 살펴보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물론 종교계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이타적 활동에 참여하는 실태와 양상을 파
악하거나 교회차원에서 경험하는 사회복지실천 안팎의 역동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실증적인 조사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앙과 봉사 등에 있어서 질적·현상
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알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주로 문헌에 의한 추론을 함으로써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미리 인정해야겠다. 더욱이 종교별 특성과 신행(信行)의 문
화적 차이 등을 감안하지 못하고 범종교적으로 기술하게 될 본고의 제한점은 다음
번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Ⅱ. 종교인의 이타성에 대한 반성
1. 이타적 행위의 지표: 자리(自利) vs 이타(利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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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필자가 궁금했던 문제를 단도직입 제기하자면 종교인들이 아무런 종교
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로 더 이타적인 성향을 갖는가? 여기서 이타적
성향이란 소위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편향된 도덕관념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타인에게 이로운 모종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정도와 그 경향
성을 뜻한다. 가끔 종교사회학과 같은 분야에서 종교인 집단과 무종교인 집단을
대조하여 봉사·기부 등을 누가 더 많이 하는지 조사한 경우들이 있었고, 종교인
집단 중에서도 종교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선행연구들이 그대로 충분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가 어려운 까닭에 여기서 필
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종교인의 이타적 참여도를 추론해본다.
문광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만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은 16.4%1)로 나타났다. 당시 만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종교인구가 45.4%2) 였음을 감안한다면,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인
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2017년도 통계청 조사결과에서는 만13세 이
상 인구의 17.8%가 지난 1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현금 기부율은 24.3%로 나
타났으며,3) 2018년도에는 만15세 이상 인구 중 자원봉사 참여자의 비율이 지속적
으로 더 낮아져서 7.7%로 나타났다. 2010년경을 기점으로 자원봉사나 기부에 참
여하는 비율이 낮아져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사에서 지적되고 있다.4) 그런 선
행이 결코 종교인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대체로 왜 그렇게 줄어드는 것인가.
전체인구 중에서 기부나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만을 가지고 ‘많다,
적다’고 말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불합리해 보일 수 있으니 좀 더 객관적인 참고사

1) http://ebook.culturestat.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2018 국민여가활동 조사》, 101쪽.
2) h
 ttp://kosis.kr 통계청, 《인구총조사》: 성별/연령별/종교별 인구.
3) h
 ttp://kosis.kr 통계청, 《사회조사》: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기부 여부 및 기부하지 않은 이유.
4) h
 ttp://kosis.kr 상동. 기부 여부 및 기부하지 않은 이유(지난 1년간, 13세 이상 인구): 기부율 감소 추이. 2011년 36.4% 〉 2013년 34.6% 〉
2015년 29.9% 〉 2017년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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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보자. 금년도에 영국 자선지원재단(CAF: Charities Aid Foundation)이 보고한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갤럽이 조사해온 누적점수에서 우리나라는 126개국 중 총 57위를 차지했고, 세부
적으로는 현금기부 38위·자원봉사 53위·낯선 타인을 도와주는 일에서는 78위
로 나타났다. 특히 연고가 없는 ‘타인의 곤란을 목격했을 때 도움의 손을 내밀었는
가’ 라는 지표는 아마도 종교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클 것 같다. 종교의 이타적
가르침은 상대방을 가려서 도우라고 하지 않았다. 작정하고 기부금을 보내거나 일
정을 계획해서 참여하는 자원봉사 이전에 수시로 누군가의 곤란한 상황을 보는 즉
시 착한 손길을 내어주라는 것이 종교적 도움의 원형이었을 것이다.
WGI(세계기부지수)분석결과에서 또 의외의 사실은 소위 그 국민적 관대함
(generosity)을 거의 10년간 집계한 총점 순위에 있어서 세계 2위가 미얀마·9위 스

리랑카·10위가 인도네시아라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상위 10위권을 지킨 나라들
가운데서 서양 7개국은 부유하고 미얀마·스리랑카 등은 UN이 인정한 중하위 소
득국가(lower-middle-income countries)인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을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을까? 조사보고서의 해설에 의하면 미얀마·스리랑
카는 남방불교 전통에 따른 보시(布施)와 돌봄의 문화가 있고, 인도네시아는 이슬
람교 전통인 헌금(Zakat)문화가 그 배경일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타인을 돕는 일’
의 상위 10위권에는 아프리카 7개국이 포함되는데 그 나라들은 상부상조(Ubuntu)
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덧붙여져 있다.5)
혹시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된 국가라서 전통사회와 같은 상호부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면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사회 안에서 공동체적 우애

5) h
 ttps://www.cafonline.org CAF World Giving Index (10th ed. e-book), 2019, 15-19쪽.; 2009~2018년까지 10년간 갤럽 조사결과의
누적 점수로 순위를 결정. 인터뷰 질문은 세 가지로서 ‘지난 달에 낯선 타인을 도운 적이 있는가, 현금기부를 했는가, 봉사를 했는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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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라져도 되는 것인지를 반문하고 싶다. 비록 한국이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라
해도 공식적인 국가종교가 없으면서도 세계적으로 초대형에 속하는 교회가 여러
곳이 있고, 불교와 같이 오래된 종교의 신자들이 여전히 많은 나라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는 이타적 실천을 하는 종교인이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구전체를 합
하면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리라고 예상하는
데 그 예상이 빗나간 까닭은 무엇인가.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라는 사실
이나 종교인구가 대략 국민의 절반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자면, 한국의 종교인이
실제로 이타적 행동을 하는 역량은 예상 밖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
같다.
이전에 불교계의 한 연구소가 만16세 이상의 표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가’ 라고 물은 결과 불교인의 54.5%·가
톨릭인의 37.2%·개신교인의 34.2%가 “실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종
교인과 비종교인이 합해진 전체 응답자의 44%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6)고 대
답한 가운데서 특히 불교인들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치보다도 훨씬 높은 불참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 보고서 외에도 불교인들이 타(他)종교인들에 비하면 자원봉사
등에 소극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준 자료들이 더 있다.7) 조사방식이 주관적으로 자
기가 기입하는 설문이기 때문에 불교인들 스스로 자기 기대치가 높아서 너무 겸손
하게 응답을 한 것인가, 혹은 기본적으로 불교인의 이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불교 교리야말로 철저하게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원리[緣起法]를 근간으
로 삼기 때문에 이타행의 구체적인 덕목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불교인
들이 이타적 실천에 더 소극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접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단

6)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14, 198쪽.: 1,500명 대면조사,
㈜ 한국리서치 용역.
7) 정덕기, 《자원봉사 의식과 봉사활동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강철희·정상원·이지혜, 〈종교인구의
사회봉사 참여수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5-34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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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놀람을 넘어서 불교계는 교리 이해와 실천 수행 사이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를 분석해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종교계의 기부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횟수·규
모 등을 파악함으로써 무엇을 도모하는지 생각해보자. 종교인이니까 무종교인보
다 더 분발하여 더 많이 선행에 참여하도록 자극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종교집단 간 차이를 조명한 자료는 예컨대 필자와 같이 운동성향의 연구자가 소극
적인 불교계를 향해서 비판하려고 할 때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타적 행위라는 것은 물질 기부나 봉사활동처럼 눈에 보이는 지표가
전부는 아니다. 앞의 CAF가 기부지수(WGI)를 조사할 때 썼던 “Giving”에 관한 질
문들 중 “Helped a stranger, or someone you didn’t know who needed help
in the past month?” 라는 항목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하위권이었다.
한국인은 가끔 어딘가로 기부금을 보내거나 기획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당장 곤란에 처한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
다는 것이 드러났다. 물론 우리 사회의 구조가 변화되고 구성원 간의 관계양상이
달라져서 낯선 타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종래의 선량한 마음을 대체하게 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나라가 이웃관계에서 각박해진 것이 사실이라면 더
욱 더 종교계가 해야 할 일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연고 없이 곤란에 처한 사람들
을 수시로 돌보는 데 무조건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어쩌면 지금 종교
인들은 이타성의 바탕이라고 할 무조건적 우애와 유대를 포기하고, 그대신 교회
가 설계한 ‘불우이웃 돕기’라는 프레임의 기계적 형식과 물적(物的) 토대구축에 끌
려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만약 그간에 교회차원의 사회적 지
원규모가 커졌다면 커진 만큼, 소속한 교인들의 공동체적 연대감과 이타성도 커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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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타적 행위의 경로: 종교적 기부 vs 사회적 기부

그간에 적지 않은 선행연구들이 종교인의 기부나 자원봉사에 관한 실증적 조
사를 하였다. 종교인 개인의 입장에서 이타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를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매스컴과 일반 사회단체 등을 통한 기부 모금이나 봉
사자 모집에 동참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교회조직에서 기획되는 헌금이나 봉사
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흔히 교회에 가서 헌금[보시]을 할 때는 그 용도를 특정하
지 않고 포괄적으로 교회 운영에 쓰이도록 하는 종교적 기부와 이웃돕기·사회복
지 후원 등으로 용도를 특정한 사회적 기부가 있을 것이다. 봉사의 경우에도 교회
자체의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종교적 봉사와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사회적 봉사로
나눠볼 수 있다.
아래의 <표1>을 보면 2017년 기준 13세 이상 인구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현
금을 후원한 사람은 총 24.3%이고, 그 가운데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특별헌금·구
제헌금 등이 연간 평균 60여만 원으로 가장 많다. 해당 사회조사표의 문항 해설에
의하면 종교단체 운영을 위한 평소의 십일조·보시·건축헌금 등은 아래 “기부”
에서 제외된다고 하므로 종교인들은 평균 60여만 원의 사회적 기부금 외에 종교적
기부금을 추가 지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종교단체에 기부한 횟수는 연간 평균 7

현금
기부
경로
/
참여
지표

기부
대상자
비율
에게
24.3
직접
(%)
금액
442.1
(천원)

언론
기관
후원

모금
단체
후원

직장
기업
후원

기타

기부인구
1인당
평균

13세이상
인구
1인당평균

160.7

231.6 600.4 209.9

492.5

377.5

91.7

8.7

2.2

종교
단체
후원

횟수

7

6

8.1

7

7.3

4.7

참여율
(%)

15.3

4.6

61

20.9

11.3

2.4

<표1> 1년간 현금기부 경로별 금액·횟수·참여율(복수응답)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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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종교활동(지속적 여가활동의 경우)

사회봉사(지속적 여가활동의 경우)

참여율(%)

20.4(7.3)

7.6(0.6)

<표2> 1년간 여가활동 분야-사회 및 기타활동 참여율 (복수응답)9)

회로서 기타의 후원경로들과 대체로 비슷한 빈도이다. 특기할 점은 종교단체를 통
한 기부인구는 총 기부자 중 20.9%에 불과하지만 기부단위 액수가 훨씬 크다는 것
이다. 종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타적 선행에 참여하고 있는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다. 아울러 <표2>는 한국인이 여가시간에 활동한 분야들을 조사한
결과의 일부인데 종교활동이 사회봉사활동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참여율을 나타
내고 있다. 그렇다면 혹시 개개인의 일상에서 종교적 기부나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일반사회를 위한 기부나 자원봉사를 별도로 하기가 어려운 것
은 아닌가. 결과적으로 교회가 종교인의 사회적 선행을 촉진하는 편인지 저해하는
편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보고한 재정패널은 매년 가구단위의 종교적 기부·자선적
기부·상호부조적 기부(경조사비)를 분석해서 보여주는데, 가구의 종교적 기부규
모는 자선적[사회적] 기부 규모에 대하여 부적(否的)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에서 종교적 기부와 사회적 기부는 대
체재적 관계(substitute relationship)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물론 조사 설계
나 조사 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이와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기는 하지만 종교
인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낼 때의 심리적 배경을 추측해보면 위의 조사결과가 좀
더 수긍이 될 것 같다. 종교인으로서 자기교회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짐과 동시

8) http://kosis.kr 통계청, 《사회조사》; 2017년 현금기부 (지난 1년간, 복수응답, 만13세 이상).
9) http://kosis.kr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8년 여가활동(지난 1년간, 복수응답, 만15세 이상).
10) 강철희·편창훈·오장용, 〈가구 단위 종교적 기부 및 상호 부조적 기부의 자선적 기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2(2),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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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회가 당연히 사회적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종교적 기부에
참여할 경우 그 종교적 기부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부를 대체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종교인이 소속교회에 제공하는 기부가 사회적 기부와 관련하여 대체재
적 관계라는 것이 사실인 경우와 그처럼 종교인의 이타적 행위의 경로가 소속교회
를 거쳐 우회됨으로써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첫째, 교회가 교인들의 선의[기부·봉사]를 모아서 대리로 집행하게 된다면
교인 각자가 경험할 직접적인 선행의 교감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종교인이 주
체적으로 참여해야 할 선량한 이웃관계에서 소외됨은 물론 장차 낯선 타인을 직접
도울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목격하더라도 스스로
나서서 돕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하게 될 일이라고 미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부자로서는 아무래도 소속교회가 자신들의 사회적 기부금을 올바로
집행하는지 궁금할 것이고 교회는 그것의 집행 과정과 결과를 교인들과 충분히 공
유함으로써 신뢰를 잃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 기부자의 신뢰를 살 만
한 후속보고가 미흡하게 되면 비록 신자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부에 동참
할 의욕이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교회의 조직구조에 의하면 흔히 신자대중과 사회적 선행[대외적 기부·
봉사]을 주관하는 운영자들이 다른데 그 선행을 대리하는 가운데서 일부 관계자들
이 세력화하는 문제가 예상된다. 즉, 교회 운영상 임원진이나 자원봉사단과 같은
소수의 하부조직(sub-group)이 교회의 대표선수처럼 대(對)사회적 역할을 수행하
다 보면 그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한 영향력이 본래 평등해야 할 교회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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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재 유용과 교회권력화에 대한 비판
1. 교회 공공성과 공공재

종교사회복지의 토대는 교회의 공공성과 공공재에 있다. 그동안 교회의 공공
성을 거론하는 것은 대부분 기독교와 신학분야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인이 말하
는 공공성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으로서 교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체적 유익과 공존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사용되는 세상11)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성 담론들은 대개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라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관계로
다분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 해서 초기교회
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게 되는지를 돌아보면 공공성의 매우 실제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교회 공공성이란 단지 당위적 이념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서 유통되는 공공
재와 관련이 깊다. 처음부터 교회는 공공재에 의해서 조성되고, 공공재를 소비하
고, 공공재를 창출하는 특유의 존립방식을 갖기 때문에 필자는 그 속성을 ‘교회 공
공성’이라고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사가위사(捨家爲寺)’ 즉 자기 집을 사찰로 만들
거나 사유재산으로 교회를 지어서 혼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는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 살림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함은 물론 교회 밖으로
공익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원도 마련된다. 이처럼 교인들이 수시
로 널리 모연함으로써 축적된 자산은 결코 교회의 소유가 아니고, 기부자의 소유
도 아닌 “공공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맞도록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

11) 전명수, 〈종교와 공공성, 이론과 실제〉, 《한국학연구》 68,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9, 205-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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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가운데서 생겨난 종교사회복지활동 자체가 공공재라는 사실은 더욱 새삼스
러울 것도 없다.
기독교계의 교회 공공성에 대한 논거에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전제만 없다면
불교의 승가[saṃgha]와 완전히 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승가는 ‘모임·대중’
이라는 뜻이고, 최소한 4명으로 구성되는 불교수행자들의 평등한 공동체이다. 승
가의 생활규칙을 밝힌 율장(律藏)에 의하면 출가수행자는 옷 세 벌[三衣]·식기 하
나[一鉢]·침구[坐臥具]·약(藥) 등 생필품만 소유하고, 생계를 위한 생산·판매·
구매행위를 할 수 없는 대신에 원칙적으로 재가수행자들이 기부한 물품에 의존해
서 살아간다.12) 승가에서는 개인의 소유물을 최소화하고, 필수품의 분배는 공평하
되, 여득[餘得: 잉여물자]과 나눌 수 없는 재물[不可分物]을 기증받으면 현전(現前)
및 사방의 모든 승가들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불교승가가 철
저히 공공재로 운영되고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과 공동체의 개방을 지향하는 점에
서 본원적(本源的) 공공성에 근거한 조직임을 나타낸다.
한편 오늘날 교회 공공재가 되는 종교헌금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나와 있
다. 통계청 가구동향조사에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25년 동안의 종교헌금 항
목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가구단위 기부참여율은 1990년 41.4%에서 2014년
33.1%로 줄어들었지만 가구당 기부금액과 소득대비 기부금액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다13)고 한다. 또, 2012년 조사라도 참고를 하자면 평균적으로 한국의
종교인은 연간 가구소득의 1.81% 수준에서 종교적 기부를 하고, 종교적 기부를 하
는 사람의 경우로만 한정할 경우 연간 가구소득의 2.45% 수준에서 종교적 기부를
하였다. 특히 해당 연구자들은 가구소득 대비 종교헌금의 비율을 일종의 “종교성”
으로 정의하고, 그 종교성이 일반사회의 자선을 위한 기부금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12) 백
 도수, 〈승가와 비구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연구〉, 《불교학연구》 6, 불교학연구회, 2003, 11-20쪽.
13) 윤종인, 〈한국의 종교헌금에 대한 실증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4(2),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6,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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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소득에 비하여 종교헌금을 많이 내는 종교인일수록 일반
사회를 위한 기부노력(=가구소득대비 사회적 기부총액)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14) 이 분석결과가 일반적으로 옳다면 위 <표1>에서 기타의 모금단체들에 기부
한 단위금액과 비교할 때 종교단체를 경유한 사회적 기부금액이 훨씬 많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위의 종교성 개념과 달리 예배참석 빈도·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자기인식·
종교활동의 적극성 등으로 구성된 통상의 종교성도 기부나 봉사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반대로 종교성이 일반사회를 위한 기부에는 별
로 상관이 없다거나 오히려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혹은 종교인이
무종교인에 비해 기부·자원봉사·낯선 타인의 배려에서 더 적극적일 것으로 통
계적 유의성은 확인했지만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 짓기는 쉽지 않다”15)는 해
석도 있다. 기존 연구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지 간에 기부나 봉사와 같은 이타
적 행위의 배경에서 “종교성”이라는 변수를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액이나 예배 참석·종교활동 빈도
와 같은 외형적 종교성의 지표보다도 신앙심의 깊이를 반영하는 내면적 종교성을
더 주목해야 한다. 교인의 여러 가지 종교활동은 때때로 신앙의 목적 이외에 인간
적인 이해관계의 필요성에 의해서 활발해질 수도 있다. 간혹 교회가 마치 헌금으
로 종교문화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장소처럼 변질되기도 하는 현상을 보면 교
회에 출석하거나 종교적 활동에 동참하는 빈도로써 종교성의 척도를 삼으면 안 될
것 같다. 그처럼 ‘눈에 보이는 종교의례’ 안에서는 교회 본래의 영성과 신의를 느끼
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앙의 깊은 근거를 통찰한 종교인일수록 이타적

14) 강
 철희·허영혜·최영훈, 〈종교와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4), 한국사회복지학회, 2013, 354-361쪽.
15) 전성표, 〈개신교인과 무종교인 사이의 도덕성 차이와 개신교인의 도덕성에 미치는 종교적 영향〉, 《한국사회학》 34, 한국사회학회,
2000, 10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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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에 대한 믿음이 깊을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도 클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의 심층적 종교성이야말로 종교사회복지의 원동력이며 항구적이고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공공재의 용도: 교회 권력화 vs 공공성 실현

앞에서 필자는 종교사회복지의 토대인 복지자원이 어떻게 모여지는지를 알
아보고자 했고 전반적으로 종교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회재정의 원천인 헌
금이 그리 줄지 않았더라는 조사결과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굳이 몇 편의 통계수
치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교회의 양극화가 엄연한 현실임을 전제하고 일단의 교
회들이 너무나 부자가 된 것은 사실이다. 교회들이 부자가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의 경제성장과 함께 부유해진 종교인들의 헌금이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러한
교회의 물질적 성장주의를 비판하는 글들이 아주 많아서 필자가 다시 지적할 필요
조차 없다. 한국종교가 공통적으로 갖는 병폐로서 기복주의·현세적 물신주의·
배타주의·체제 지향성·정교 유착·반(反)지성주의 등을 지적하는데,16) 모든 병
폐의 근원지를 추적하자면 결국 스스로 비대해지기를 갈망하는 교회들의 모금문
제에 이를 것이다.
마침 최근에 본 사례를 소개하자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가 광장의
정치적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며 “오늘 순서 중 가장 기쁜 시간
이 왔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모금에 동참하였다. 헌금이 ‘가장 기쁜 일’인 줄을 필
자는 미처 몰랐지만 헌금의 사용은 사역을 위해 전적으로 목사에게 위임한다고 적
힌 모금함도 눈길을 끌었다.17) 종교헌금은 교회 목사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주
16) 윤
 평중, 〈종교의 권력화와 종교성의 망실〉, 《철학과 현실》 75, 철학문화연구소, 2007, 59쪽.
17) http://news.kbs.co.kr/news/ kbs 〈사사건건 플러스〉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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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해서 일각의 비난도 있는데 그가 수많은 대중 앞에서 공공연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 개별교회에서의 실상은 어떨지를 알 만하다. 근년에 몇몇 교회들이
교인의 자격요건으로 ‘헌금’이 아니라 아예 ‘십일조’를 의무화하자는 교회정관 개정
의 건이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을 펼치는
한 단체의 조사결과에서 재정보고서를 홈페이지와 인쇄물로 공개한다는 곳이 34
개 교회 중 7개소뿐이었다.18) 널리 착한 일에 쓰이도록 교회에 바쳐진 공공재가 과
연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교인사회에서는 왜 묵인하는 것
인가. 민주화시대에 여전히 독살림을 사는 교회보다도 침묵하는 종교인들이 오히
려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다.
교회에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생겨서 혹은 더 많은 물자를 얻기 위하여
교회 바깥의 정치권력 등과 유착한 역사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나와 있다. 소위 종교의 사회참여·정치참여·정치권력화 등등 다양한 용어만큼
그 의미와 배경에도 각기 차이가 있겠지만,19) 여기서 특히 필자는 교회 안에서부
터 종교인들이 나름대로 정치적 역학을 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현상에 주목
한다. 종교의 권력화·교회의 사회참여라고 말할 때 ‘종교’나 ‘교회’는 실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세
력을 과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구성원들이 따로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과
정을 통해서 교회단위의 권력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강인철은 오토 마두로(Otto Maduro)의 종교권력에 대한 개념정의를 보완하면
서 대내적 권력화와 대외적 권력화를 구별하여 설명했다. 우선 ‘대내적 권력화’라
는 개념은 교회에서 성직자[=교직자]와 평신도, 고위계층 성직자와 하위계층 성직
자 사이의 이중적 지배관계로 구성되는 종교권력 구조20)를 의미한다. 아래 <표3>
18) 권혁률, 〈교회재정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는 지혜를 구하라〉, 《기독교사상》, 기독교서회, 2015, 228-229쪽.
19) 이진구, 〈현대 한국종교의 정치참여 형태와 그 특성〉, 《종교문화연구》 10,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 2008.
20) Otto Maduro, Religion and Social Conflict, NY: Orbis Books, 1982;《사회적 갈등과 종교》, 강인철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1988, 15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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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가 보여주는 종교권력화의 개념도식은 비교적 명료하지만 각 영역에서의
쟁점들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직자 간의 경쟁과 갈등은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보유한 인적·물적·조직적 자원이 많아질수록 치열해진다.
개신교의 대형교회에서 세습으로 불거진 충돌사태나 수입이 많은 사찰의 주지로
선임되기 위해 임명권자에게 서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추문이 그것을 입증한다.

권력행사의 방향

권력행사의 대상 영역

권력행사의 기제와 쟁점들

종교영역(성직자)

- 성직계층 분파들간의 권력배분을 둘러싼 경쟁
- 조직적 통합 혹은 분열주의

종교영역(평신도)

- 평신도에 대한 성직계층의 권위주의적 지배
- 정통·이단의 논리(일탈자에 대한 제재와 통제)

대내적 권력화

중간지대
대외적 권력화
다른 종교 / 비종교영역

- 사회적 영향력 공신력의 복합적 동학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강제적 선교
- 정치권력의 종교적 이용
- 종교갈등

<표3> 종교권력화의 방향·대상·기제와 쟁점21)

또 한편으로 강인철은 종교의 대내적 권력화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가 권
위주의적인 지배관계임을 지적하였다.22) 그런데 필자는 그처럼 권위주의적 지배
관계의 배후에도 역시 헌금이라는 중요변수가 있음을 강조하려고 한다. 교회조직
의 내부역동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성직자가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대상과 지
배할 수 없는 대상이 구별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목사·신부·스님 등이 교회권

쪽 재인용.
21) 강인철, 〈한국사회와 종교권력-비교역사적 접근〉, 《역사비평》 77, 역사비평사, 2006, 120 쪽.; 표의 내용 중 본고의 논지와 직접 상관이
없는 항목 -기제와 쟁점들의 일부- 은 필자가 임의로 삭제함.
22) 위의 글, 140-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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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주체로 간주되지만 현실에서 가난한 교회의 성직자가 권위주의적 지배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기부를 많이 하는 부자신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
고, 성직자가 교회 몸집을 키우고자 욕망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부자를 모으기 위
해서 온갖 이해타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이 일반사회기관의 자
본주의적 경영처럼 교회가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는 경우 종교공동체로서의 근간
을 해치는데 결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즉, 교회가 물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큰 기여를 하는 신도
들과 그렇지 못한 신도들이 갈라지고 성직자의 뜻을 잘 따라주는 신도들과 그렇지
못한 신도들이 갈라진다. 교회의 ‘거룩한’ 성장에 필요하다는 종교적 봉헌인 만큼
교인으로서는 각별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여할 수 없는
신도들은 교회에서 자기존재를 인정받을 기회가 사라진다. 반면에 큰 기여자들은
평신도이지만 성직자와 함께 교회운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나름의 세력을 형성
한다. 혹시 성직자들 사이에서 권력다툼이 생길 때에도 평신도들의 편이 갈려 싸
움을 대리하거나 방어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이것은 교회의 재무회계 규칙이나
수지결산을 신도들에게 보고할 의무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대중
이 함께[共], 교회의 이익이 아닌 공익[公]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교회 공공성에 대
한 심각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역기능적인 종교성을 질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평신도들은 ‘교회에 들어오니까 종교적 도덕적 요구들이 많아지고…그럴 때면 괴
롭고 포기하고 싶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자괴감이 들고…열등감이
든다.’ 또 한 편에서 적극적으로 교회에 기여하는 신도들을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은근히 교회 안에서의 기득권에 집착하고 그렇게 기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심
을 과시함으로써 인정받고자 하며 단체활동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마음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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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술한다.23) 교회의 요구대로 자본주의적 기여를 하고 싶은
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평신도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소회일 것이다. 이
러한 교회권력화의 대내적 기제[mechanism]가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만이 아니라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한다. 교회의 재화를 매개로 생
기는 차별적인 관계구도를 특히 성직자들이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요컨대 교회 공공재는 원론적으로 그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가 교회의 몸집을 키우는 데만 쓰이기도 하고, 수시로 성
직자들 사이에·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서·평신도들 사이에서 권력화의 도구로
오용되는 문제를 필자가 강조하는 것이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인적·물적·종
교(문화)적 자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로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기부 등
의 사회복지활동이 어떻게 종교권력화의 또 다른 기제가 될 수 있는지를 다음 장
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Ⅳ. 종교사회복지의 권력화에 대한 비판
1. 교회에서의 사회복지권력

기부나 자원봉사는 일반사회의 차원에서 보면 언제든지 그 필요성이 명백한
사회자산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의 수급 방식이나 모연 과정에 대해서
엄격한 통찰이 필요하다. 교회자체의 살림살이를 위한 경상비 모금만이 아니라,
대(對)사회 공익용도의 복지자원을 마련하는 과정을 돌아보자. 앞서도 교회의 헌
23) 서경현, 〈웰빙 차원에서 역기능적 종교성에 관한 질적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2), 한국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
회, 2018, 204-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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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대한 분석을 인용한 바 있지만 첫 번째 의문은 교회가 자기살림을 위한 헌금
과 이타적 용도의 헌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모금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지 여부다. 대체로 모든 교회재정이 투명하게 보고되지 않는 마당에 서로 다
른 성격의 두 가지 재정을 선명하게 구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행히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의 홈페이지에서 재정 결산을 공개한 경우를 조사하게 되면
그나마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흔치 않은 사례지만 정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한 비용과 교회 밖을 위한 비용
을 50:50으로 사용하기”를 규정한 교회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기에, 필자도 그 교
회의 재정 운용을 확인하였다. 아래의 <그림1>, <그림2>는 해당교회 홈페이지24)
에 공개된 2019년 10월의 결산보고서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수입·지출 비교 (단위: 원)
구분

대내계정
(교회경비)

대외계정
(외부지원)

합계

년누계

2019년 9월 잔액 2,288,118,138 5,515,450,610 7,803,568,748 2018년도 이월금액

7,840,226,806

2019년 10월 수입

727,417,504 2019년도 수입누계

8,130,547,960

398,968,768 1,412,364,534 2019년도 지출누계

8,852,153,048

355,995,754

2019년 10월 지출 1,013,395,766

371,421,750

2019년 10월 잔액 1,630,718,126 5,487,903,592

7,118,621,718

현재잔액

7,118,621,718

<그림1> A 교회 10월 결산서 일부

통장별 잔액현황
저축유형
보통예금(입출금)
저축예금
보통예금(등록금대출용)
합계

대내
83,950,437
1,546,767,689
―――
1,630,718,126

대외
250,564,402
5,234,104,190
3,235,000
5,487,903,592

<그림2> A 교회 10월 현재 잔고

24) h
 ttp://www.100church.org 2019.11.08 일자. (2019년 11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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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34,514,839
6,780,871,879
3,235,000
7,118,621,718

예배 참석자가 매주 6천여 명으로 보고된 위의 교회는 정관에 명시한 대로,
자기교회를 위한 경비를 “대내 계정”이라 하고 외부에 지원하는 비용을 “대외 계
정”으로 나누어 보고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수입은 7억여 원, 지출은 14억여 원, 이
월금을 포함한 10월 말 잔액은 71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수입계정의 세부내역을
보면 ‘주일 헌금·감사 헌금·십일조 헌금·기타 헌금(전도·구제)·교회학교 헌
금·설교 오디오 판매·상품권 별도’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수입에서 “구제”라고
명시된 헌금이 1천4백여만 원이었고, 대외 지원용 지출에서는 “사회구제” 3천6백
여만 원과 “지역사회” 4천4백여만 원으로서 총 8천여만 원을 지출했다. 10월이라
는 특수성이 있을 것이므로 연말 결산서를 참조해야 하겠지만 잔액만 보더라도 교
회 경비와 외부 지원금이 50:50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명백해 보인다. 게다가
지출하고도 남은 잉여금을 장차 어떻게 쓰기로 한다는 재산관리상 규정을 정관에
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현재 71억여 원의 잔고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 통장
에 체류 중인가.
앞서 필자는 교회의 공공재 사용에 대한 보고를 아예 하지도 않는 교회의 운
영진보다도 그것에 침묵하는 해당교회 신자들의 입장을 오히려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와 관련해서 필자의 두 번째 의문은 교인들의 자기교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것이다. 어쩌면 반(反)지성주의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인들
은 자기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 무오류·무결점 추정의 절대적 신뢰를 갖는 것인
가. 필자의 가정으로는 교인들이 자기교회를 그만큼 신뢰한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이타적 교리에 세뇌되어서 현실교회에 대한 ‘바람직성 환상’이 있지 않은가 싶다.
더군다나 만약 교회가 모종의 사회복지활동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명분으
로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기부를 요청하더라도 의심은커녕 오히려 대리선행의 고
마움을 느낄 수 있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해서 교인들이 묻거나 따지지 않
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 같다. 그러다보니 교회의 헌금만이 아니라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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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야에서도 지원교회의 관계자들이 복지재정으로 써야 할 공금을 유용해서 물
의를 빚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공익활동이 임의성 구호(救護)나 간헐적 봉사에
머물지 않고 사회복지 차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기 바란다. 교회부설 사회복지
단체나 복지시설의 정규화 등록이 바로 그것이고,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 하
겠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필자의 다른 시각을 말하려고 한다. 여기서 세 번째
의문인데 교회가 정규 사회복지기관을 부설·운영할 때 해당 지원교회 신자들의
이타적 실천의 경험은 어떠한가에 대한 것이다.
아래의 <그림3>은 교회부설 사회복지기관을 지원하는 해당교회 구성원의 역
할을 간략히 보여주는 개념도이다. 붉은 선 안의 구성원들이 사회복지 종사자·봉
사자·후원자·복지 서비스 이용자 등을 의미한다. 부설 복지기관의 관리자나 종
사자는 대개 지원하는 교회가 선임하겠지만 그들은 지원교회와 사회복지 감독청
의 양측으로부터 지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지원교회 안에서 파견하는 봉
사단일지라도 정규의 사회복지현장에 참여하려면 해당 복지기관의 정해진 운영규
칙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회부설 복지현장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 이외에 소속교
인들도 “우리 교회” 사회복지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려면 지원교회와 부설기관
의 중간에 있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3>  교회부설 복지기관과 구성원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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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평소에 교회 운영진[성직자 등]이 소속신자들의 이타적 실천의 기회를
중요시하지 않고, 지원교회와 교회부설 사회복지를 상호연계하려는 목표가 없는
채로 부설기관이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해당 복지사업은 아무래도 소
속교인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기가 쉽다. 교회가 아예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복지
기관을 운영하거나 외부재정을 크게 지원받으며 부설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
개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번듯한 복지기관을 운영한다고 하더
라도 소속교인들의 사회봉사가 저절로 더 활발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규격화된 기관운영의 방침과 소속교인 봉사자들의 자연적 우애심이 서
로 부합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봉사를 통해서 이웃과 주고받을 수 있던 공감과
공동체적 유대감이 줄어들고 결국 자원봉사자가 소외되는 봉사현장도 생길 수 있
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이 생
길 것이다. 예컨대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실현하는 교회로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와의 민관협력체제에 참여할 권한이 생
길 수 있다. 또 성직자의 친인척을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의 일자리를 부설 복지기
관에서 창출하고 내부 신자들에게서 더 많은 기부를 모연할 수 있고 외부 제3자로
부터도 공식적 후원을 받을 수 있다. 부설기관이 새로 채용한 종사자들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선교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사회복지가 종교인 각
자에게는 단지 선량한 책임활동이 되더라도 교회 차원에서는 또 하나의 권력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는 영역이다.
모든 종교의 이타적 가르침은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곤궁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부하고 봉사하도록 안내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교의가 신자들의 마
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우러난 이타적 선행이 되기 전에 얄팍한 자선을 도모함으
로써 오히려 자기의 복(福)을 빌도록 유도하거나 신자대중 앞에서 과시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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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 하는 이기적 선행은 방지되어야 한다. 자칫하면 소박한 신자들의 이타행
이 거액의 이벤트성 기부금에 밀려서 위축되고 일상적인 이웃돌봄은 봉사단의 요
란한 기획행사에 밀려서 본연의 설자리를 잃을 수 있다. 종교공동체 안에 이처럼
왜곡된 물량공세와 “거품”선행이 생긴다면 그것이야말로 반(反)종교적 현상으로서
장차 종교인들이 “사람” 대신 “재물과 역할”을 주목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서두에 과연 한국의 종교인이 진정으로 이타적
인지를 반문하게 되었던 것이다. 혹시 재화가 넘치는 교회일지라도 교회는 청빈하
게 살면서 가급적 널리 나누고 돕는 일을 최우선으로·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평소에 신자들 모두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무조건적 우애의 관계망을 구축해
야 한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사회자본이 되어주던 교회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책무
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제 각도를 달리하여 기존 사회복지분야에서 오늘날 종교공
동체의 참여가 어떠한지를 점검해보자.

2. 사회복지에서의 종교권력

오늘날 교회에 헌납된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공공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엄밀히 말하자면 공공성이나 공익성이라는 개념들이 다양한
현실여건을 초월해서 항구적인 의미로 규정되는 가치는 아니다. 그것이 어느 사
회·어느 조직에서나 공동체적인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되는 가변
적이고 유동적인 개념25)이라는 데에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공재를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교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25) 박혜영, 《공중관계에 있어서의 공익성 개념화 및 척도개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17,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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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인용한 대형교회의 재정
에서 ‘교회 경비’가 아닌 ‘외부 지원’ 비용의 대부분은 다른 교회들과 선교단체를 돕
는데 쓰이고, 사회복지관련 경비는 교회의 월간 총지출의 약 5.7%·외부지원 총
지출의 약 20%에 불과하다. 공공재 잔고가 71억여 원이 되는 시점에 겨우 8천여
만 원의 사회복지 지출을 한 것은 해당교회 교인들이 공익성 차원에서 충분히 동
의한 결과인가.
그간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은 민간복지 영역에서 절대적
인 비중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계가 자체 설립한 복지시
설보다 국공립 위탁시설이 훨씬 많아졌고, 종교계가 산하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운
영비는 시설 평균 총 세입의 약 11% 정도라고 알려진 바 있다.26) 그 통계치가 비록
15년여 전의 것이지만 지원금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교회[법
인]가 산하시설에 보내는 이른바 법인 전입금은 대개 시설을 수탁할 때 운영주체
가 공약한 금액이므로 세월이 흘러도 크게 변동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 엄밀
하게 따져보면, 운영주체인 교회[법인]가 산하시설에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보고
된 수치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종교계의 위상과 더불어 엄연히 권
력화 된 현상이 드러난다. 사회복지분야에 형성된 종교권력의 첫 번째 증거로서는
정부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 종교계 법인에 대한 신뢰도가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교계의 시설수탁이 훨씬 용이하다는 점이다. 복지시설의
운영주체를 선정할 때 정부가 신뢰하는 근거로서는 종교계가 복지시설에 끌어들
일 물적·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또는 종교계가 시설 운영을 투
명하고 열성적으로 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사회복지사업의 경험
26) 고경환 외 4인, 《한국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조사: 2001~2003년》,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05-70,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05,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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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혀 없는 종교계 신생법인이라도 경험이 있는 일반법인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나 제3자들의 이런 판단이 과연 합당한지를 여기서 평가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들의 논리가 사회복지분야에서 뿌리 깊은 종교권력과 상관이 있다
고 본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종교권력의 두 번째 증거로는 이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전
혀 없고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도 없는 성직자들이 그동안 종교계 시설의 운영책임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동일시설에서 수십 년 재직한 일반인 종사자는 최고
관리자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파견하는 무(無)전문성의 성직자들이 교대로 시설장
을 하는 곳이 많았다. 그들은 복지시설 운영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교
회의 성직자처럼 복지시설 내 종사자들에게 종교 지도자의 역할도 겸하는 것이 문
제가 된다. 마침 금년에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도 그간 종교계 복지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행사한 종교권력
의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상근자 외에도 자원봉사자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
는 시민들에게 공격적인 선교를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종교자유의 시대에
아직도 종교계가 얼마나 확고한 권력의지를 가졌는가를 알게 한다. 국가정책으로
도 쉽게 개입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사회복지에서의 종교권력을 입증하는 현상이
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종교권력화의 세 번째 증거는 잘 알다시피 종교계 복지시
설에 대한 지원교회[법인]의 지원금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
교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앞서 인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종교계 지원금이 약 11%에 불과한 당시에 정부 지원금 약
57%·이용자 부담금 약 16%·기타(기업·모금단체 등 민간후원) 약 16% 로 나타났
다. 아래 <그림4>를 보면 종교사회복지가 종교계 이외의 여러 지원체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공재라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필자가 어떤 사업장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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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10%만 투자하고도 필자의 사업이라고 우기면 통할 수 있겠는가. 전적으로
종교계 자원을 토대로 한 사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계” 사업장이
라고 보는 자타간의 인식과 관행이야말로 이 분야에서 종교권력의 상징처럼 느껴
진다. 실은 대부분의 복지기관에서 세금[정부 지원금]과 수익자 부담금의 비중이
절대적이므로, 특정교회 부설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한 공공기관이라고 말해
야 마땅하다.

<그림4> 종교사회복지의 지원체계

Ⅴ. 마무리하는 말
결론적으로 종교인은 이타적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왜냐 하면 종교인들
은 교회[성당·사찰 등 통칭]의 예배나 종교활동을 통해서 이타적인 삶의 덕(德)
과,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호의존의 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아직은 이타적 선행을 충분하게 실천하지 못 한
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종교인이야말로 자기반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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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성찰의 습관이 결국에는 이타적 실행을 하게 만드는 잠재력이 될 것으로 기
대하며 따라서 교회가 교인들에게 그런 실천의 계기를 잘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목
적이 본고의 배경에 있었다.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에 부족한 것으로서 규격화되고
제도화된 사회복지 이전에 종교공동체 본연의 무조건적인 우애와 이타적인 유대
(紐帶)를 회복하도록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종교인 각자의 이타성에 관련해서는 종교적 기부와 봉사/사회적
기부와 봉사라는 두 가지 경로를 구별해 검토하였다. 대개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
기부와 사회적 기부가 모호하게 겹쳐질 가능성이 있고, 종교적 기부[봉사]를 접수
한 교회가 그 공공재를 사회적으로 회향하는 통로를 열지 않고, 교회 자체를 위해
서 써버린다면, 종교적 기부와 사회적 기부의 정적[positive] 상관성은 약해질 가
능성이 매우 크다.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외형상 확립된 기부[봉사]활동의 구조
가 있기는 하지만, 정작 사회자본적 관계망이 부실한 작금의 사회현상은 종교계가
먼저 반성해야 할 본질적 문제라고 보았다.
교회는 역사가 깊은 공공성의 보루이다. 단지 종교적 이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공재로써 조성되고 유지되며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늘날 비대한 교회를 선망하는 물질적 자본주의적 병폐로 인해서 교회본연의 공공
성은 헛구호가 되고, 공공재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남용되고, 그런 자본의 위세로
써 교회가 권력화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의 물적·인적
자본을 공공재로 전환하는 가장 오래된 장치가 종교사회복지라 보았고 교회는 임
의적 자선이 아니라 지속성과 책임성이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지향하는데 공감하
였다. 다만, 교회부설 복지기관의 규격화된 운영방침과 소속교인들의 자연발생적
선심(善心)이 서로 잘 부합하는 종교사회복지 현장이 되기를 부연하였다.
교회 유지와 함께 사회적 회향을 위해서 모인 공공재가 정직하게 쓰이지 않고
부조리하게 축적된 결과 그 재화가 교회 안팎에서 정치적 세력형성의 빌미가 되는

116_종교문화비평 37

점을 주목하였다.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권력관계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교회운영에 대한 물적·인적 기여도나 성직자에 대
한 충성도에 따라서 신도일부가 세력화 되는 현상을 드러내고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종교계라는 이유로 누려온 종교권력화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적하였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 우선적으로 종교계 공신력
을 인정한 점, 사회복지 전문성이 없는 성직자에게 상위의 역할책임을 부여한 점,
복지시설 운영에서 종교계의 자부담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종교계
시설로 자타가 공인한 점 등이 그것이다.
금번에 필자는 상당수 교회가 교인들의 이타적 실천을 우선 이끌지 않고 교회
공공재를 사회적으로 회향하지 않고 제 살림에 쓰는데 급급한 현상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주로 정치적이고 부유한 교회들을 염두하며 종교사회
복지에서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보다 더 오랫동안 사회복지의 토대
가 되어온 청정한 종교계의 실질적인 기여나 바람직한 영향력을 다루는 것은 본고
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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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국의 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이 보고한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126개 국가 중 현금기부

38위, 자원봉사 53위, 낯선 타인을 도와주는 일에서는 78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종
교인구가 대략 국민의 절반이던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종교인들이 이타적 행동을 하
는 역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종교사회복지의 외형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정작 종교인들의 소속교회를 통한 이타적 실천의 책임성이 약화된 것이라면, 왜 그
럴까. 교회부설 복지기관 등이 공적 지원을 잘 받는 사업장이 되어갈수록 소박한 교인들
의 참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다. 종교인의 일상생활에서 이타적 행동을 실천하는 길
을 현실의 교회가 어떻게 안내하는지, 그것이 종교사회복지의 중요한 변수라고 본다.
교회는 공공재에 의해서 조성되고 공공재를 소비하고 공공재를 창출하는 특유의
존립방식을 갖기 때문에, 그 속성을 ‘교회 공공성’이라고 규정한다. 종교인이 교회에 바
친 공공재를 본래의 공공성에 맞도록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종교사회복지의 근
거이다. 교회가 자기살림을 위한 헌금과 이타적 용도의 헌금을 구분하여 모금하고, 각기
공공성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하는지 여부가 교회재정 투명성과 함께 교회 공공
성의 핵심이다. 공공재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축적하는 교회가 비대해지고 자본의 논
리에 매몰되어갈수록 교회 구성원간의 갈등이 치열해지고 교회공동체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인적·물적 자원을 매개로 정치권력과 유착하기 쉬운 교회는 사회복지
활동조차도 종교권력화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권력관계는 물론, 신도대중 사이에서도 물적
기여도에 따라 세력화 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서 종교계라는 이
유로 누려온 권력화 현상들을 지적하였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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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종교계 공신력을 인정한 점, 사회복지 전문성이 없는 성직자에게 운영상 최고
위의 책임을 부여한 점, 복지시설 운영에서 종교계의 자부담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
하고 해당종교계의 부속시설로 자타가 공인한 점 등이 그것이다.

주제어: 종교사회복지, 세계기부지수, 교회공공성, 공공재, 사가위사(捨家爲寺), 연기법
(緣起法), 교회(종교)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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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igious Power Oriented Operation of the
Social Welfare Institute
Lee, He Sook
Buddhist Academy

According to the World Giving Index, reported by the Charities Aid
Foundation in the UK, Korea has been ranked 38th in the cash donation,
53rd in the volunteering, and 78th in the helping strangers among 126
countries over the past 10 year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ate of believers
among the people was roughly half of the whole population of Korea, the
rate of believers who were committed in the altruistic activities turned out to
be unexpectedly low. Despite the expansion of religion-based social welfare
field, the followers of the religion are also to reduce their the altruistic
services in their religious institutes, particularly in churches. Why has it
happened? As the church-affiliated welfare institutions have been recently
increased, which have been heavily funded from the public foundations, the
small and modest size of churches(Buddhist temples, Catholic churches are
good representatives of them) seems to be set back. The churches should be
the example of how the altruistic practices are performed and guide them to
the way of practicing charity in their daily religious life.
The church has been grown as an unique institute to being built up by
the public properties, consuming those properties, and being promoted to be
more public property. I want to call it as the “church-publicity(교회 공공성).”
It is the core of the church-based social welfare, which utilizes the public
properties for their proper goal, “publicity(공공성)”. Whether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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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s the donations for its self-sustainment or receives those for the
altruistic charity, the transparency of the church budget should be maintained.
This clear budgetary transaction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ity
rules". When this rules are not well kept, it will result in being captured to be
the materialistic capitalism which is against to the religious ideals and will be
indulged in the political power in order to get more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or the public fund. The conflicts among the church members(the
priests and the lay persons) lead to the crisis of the church community as we
easily see around us.
The power struggles in the churches, as I point it out several times, are
not only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clergy and the laity, but also
among the lay persons themselves they strive to get power and to rule over
because of these capitalistic contributions to the churches. When the
government agencies entrust the public welfare facilities to the private sectors,
such as Christian, Catholic and Buddhist churches, they give the credit and
the upper positions to the churches and the clergies, who are without any
social welfare expertise, or any proven expertise but only charity spirit. It
results in very low rate of self-funding donations of the church groups
themselves and their operative skills are also very low.

Key Words: church-based social welfare, World Giving Index, churchpublicity, public property, Law of mutual dependency(causality),
church(religio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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