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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사회복지의
? 과제와 전망
?
윤 용 복

Ⅰ. 서론
사회복지란 언어 그대로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말하지만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안에서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제반 활동들을 말한다.1) 이러한 활동들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을 때
종교 사회복지라고 언급되는데, 그 연결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하기
란 쉽지 않다.
종교가 사회복지에 참여하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종교 사회복지를 말하는 것
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명백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국 사회에 다양한 종교단체들이 존재하고 그 숫자만큼이나 종교 교리도 다양한데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종교단체들은 각각의 교리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각 종교들은 그 종교의 교리나 이념
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단체들이 그 종교의 교리나 이념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에 참여하

1) 사
 회복지의 개념 정의, 사회복지의 목적은 다양하게 거론되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본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언급되
는 사회복지의 의미만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사회복지의 개념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노길희 외,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13-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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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사회복지 활동은 그 종교의 교리와 무
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의 비리, 부도덕, 범죄
현장에 일반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소속의 복지기관들도 종종 나타
나고 있고 설혹 이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흔히 말하는 소속 종사자들에
대한 기관의 혹사나 갑질 등의 문제도 일반 사회복지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사
회복지단체들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반사회복지와 종교
사회복지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만든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종교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
만, 거의 대부분 각 종교 전통의 입장에서 연구된 것들이고 종교 사회복지 일반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 각 종교전통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기독교, 불
교, 원불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순진리회에서도 사회복지 관
련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2) 이러한 종교 전통에 속한 연구들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거론하면서 종교가 사회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논하는 것은 기본이고 종
교계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주로 종
교전통 내부자의 관점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종교의 사회복지 활동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3)
종교전통에 속하지 않은 종교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
지 않지만, 대체로 종교 사회복지의 현황에 대한 성격 규정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이나 과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 연구들 가운데 몇 가지만을 간단
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노길명은 사회복지 활동을 위해서
는 세 가지 조건인 행동의 동기, 필요한 자원, 공급과 소비를 연결하는 전달체계가

2) 관련 연구논문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것들의 숫자를 일일이 비교하는 것은 본 논문의 성격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에 구체적인 숫자는
생략한다.
3) 최원규, 〈한국 전쟁기 가톨릭 外援 기관의 원조 활동과 그 영향〉, 《교회사연구》 26,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161-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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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가장 확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가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한다면 사회복지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
았다. 그는 한국의 각 종교전통이 사회복지에 기여해 온 점을 파악한 다음 한국 사
회에서 종교가 사회복지에서 해야 할 과제로 일곱 가지를 꼽고 있다. 그가 제시한
일곱 가지 과제 가운데 사회복지 이념의 토대인 사회교리의 개발과 보급, 여타 사
회복지 기관과의 중첩되지 않는 분야에의 서비스, 그리고 영적 복지 활동의 강화
등이 일반 사회복지와 구별되는 종교 사회복지의 특색을 이룬다고 생각된다.4)
고병철은 종교계의 사회복지 활동도 종교현상이므로 종교학계의 연구가 필
요함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서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하고 있
다. 첫 번째는 사회보장 법률의 상당수가 군사독재 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민간복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어왔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민간복지의 역할에서 종교계의 적극적인 사회복지참여가 요청되고 있
다는 점 등이다. 실제로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그간 종교계가 중추였음을 지
적하면서도 각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이 저조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
제라기보다는 정부가 종교계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맥락으로 분석하고 있
다. 그러면서 종교계 사회복지의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세 가지의 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 세 가지의 과제는 종교사회복지 개념의 정립, 종교 활동과 사회복지
의 연관성에 대한 합의 도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종교들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
해 상호 연계하고 공유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5) 고병철은 세 가지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전명수는 이제까지의 종교사회복지 담론은 기성종교의 이념을 현대복지 이
4) 노길명, 〈종교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종교와 사회》 제1집, 한국종교사학회, 2010, 194-210쪽.
5) 고병철,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종교문화비평》 19, 종교문화비평학회, 2011, 246-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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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접합시키려고 재구성한 것이며 사회복지 활동에서도 복지의 대상자가 아닌
복지를 실행하는 사람에 초점이 있었음을 논하였다. 그는 종교사회복지가 일반사
회복지와 구분되는 요인은 인간의 영적 욕구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종교적 복지에는 영성 복지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종교사
회복지의 종교 활동, 즉 선교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만, 이런 것들은 지역시민단
체와의 협력을 통해 극복하면서 지역에 뿌리내리는 종교사회운동으로서의 종교
사회복지라는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6) 그러나 위에 언급된 연구들은
모두 종교사회복지의 범위나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종교
사회복지의 서비스는 일반 사회복지의 그것과 구분되어져야 함을 논하고 있을 뿐
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염두에 두고 2장에서는 각 종교전통별 입장에서 언급되
는 종교 사회복지의 개념을 파악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현재 한국 종교 사회복
지의 현황을 볼 것인데, 통계보다는 현재 종교 사회복지가 어떤 방향에서 진행되
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어서 4장에서는 종교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을 살펴볼 것이다.

Ⅱ. 종교 사회복지의 개념
종교 사회복지를 논하려면 일반 사회복지와의 구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
회복지 행위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영역
의 사회복지 활동이라도 종교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6) 전명수, 〈종교사회복지담론의 재고찰: 비판적 성찰과 전망〉, 《종교문화연구》 20,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3, 284-304쪽.

16_종교문화비평 37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활동에서 종교 사회복지의 범위를 정하여 그것에 대해 논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언급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들은 각 종교 전통의 입장에서 사회복
지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종교 일반의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한계나 잠정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
만 그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이 하는 사회복지활
동을 종교사회복지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사회복지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
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복지활동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그것은 종단차원, 그리고 종단의 하위기관, 즉 교구나 교당 차원, 그리고 종교에
속한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활동을 말한다. 이제껏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 사회복지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활동에 종교 교리나 이념이 관련되어 있는가의 문제이
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경우 하느님의 인간 사랑을 사회복지와 연결시킨다던가,
불교의 경우 붇다의 이타행, 또는 인간을 고통의 세계에서 해방시킨다는 개념 등
을 사회복지와 연결시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곧 종교교리가 복지와 동의
어로 들릴 수 있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종교가 곧 복지와 동일하다는 논
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와 사회복지 활동이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종
교가 바로 복지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복지활동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간단하게 규정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지만, 왜 종교가 복지활동에 참여하는가, 또는 참여해야 하는가의 문
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종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
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종교사
회복지에 대한 개념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 두 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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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석조는 ‘종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사회복지’7)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
로 조흥식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 인간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종교가 행하는 복지서비스’8)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종교가
행동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복지의 입장에서 노길희는 ‘개인 및 집
단과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법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체계’9)라고 사회복지를 정의하고 있다. 종교의 입장과
사회복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개인 및 집단과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두
고 이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종교가 행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종교 사회복지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종교사회복지란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종
교와 연결시킨 것, 다시 말해서 종교 사회복지는 다름 아닌 사회복지와 종교, 또는
종교와 사회복지가 연결된 것이다. 종교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복
지활동의 주체가 누구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만
내려져 있을 뿐 종교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서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연결점이 단지 앞에서 규정
된 대로 종교가 개입되어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즉 이것은 사회복지의
입장에서만 논의된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은 종교가 복지활동을 하는 근
거를 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 종교 교리나 이념에 근거한 종교 사회복지는 어떤 것일까? 이를 위해 각
종교전통별로 사회복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원불교와 대순진리회의 순서대로 사회복지에 대

7) 원석조, 〈원불교와 가톨릭 사회복지의 비교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2,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349쪽.
8) 조흥식, 〈종교 사회복지활동의 방향과 과제〉, 《제1회 종교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종교계 사회복지 대표자협의회, 1998,
9-21쪽.
9) 노길희 외, 앞의 책,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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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를 파악해 볼 것이다. 각 종교전통별로 설명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조차
도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종교전통에 속한 연구
자에 따라 그리고 불교나 개신교처럼 같은 종교전통 내에서도 종파나 교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각 종교의 사회복지 이념은 선택
적이 될 수밖에 없다. 먼저 불교의 경우이다. 불교와 사회복지의 공통점이 인간이
처한 환경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교는 인간이 고통의 속
박에서 해탈하는 데 목적을 두는데 반해, 사회복지는 인간이 처한 상황이나 생활
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근본적으로 차
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10)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불교이념과 사회복지를 연
결하는 근거는 대체로 자비(慈悲), 보시(布施), 복전(福田), 보살(菩薩) 사상에 두고
있다. ‘모리나가(森永松信)는 불교의 복지이념을 일관하는 기본적 원리는 자비이
고, 이 자비의 정신은 경전에서도 단순히 정신적 구제만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사
회악인 빈곤에 대해서도 지향하고 있다’11)고 하였으며, 그 외에도 자비를 언급하면
서 자비가 사회복지의 근본이념임을 나타내고 있는 여러 설명들12)이 있다. 사회복
지의 근거로 여러 가지 불교이념들을 들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일관하는 것은
자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 사회복지의 이념을 다소 좁
혀서 설명한다면 자비의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불교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는 단순히 육체적 물질적인 면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본질적인 목표를 두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13)
천주교의 경우 심흥보는 천주교 사회복지를 ‘개인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욕

10)
11)
12)
13)

 경임, 〈시민사회에 있어서 불교사회복지의 역할〉, 《시민사회와 종교복지》, 종교사회복지포럼 편,  학지사, 2003, 107쪽.
권
권경임, 〈불교사회복지 사상과 실천세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29쪽.
이원식·오주호, 〈종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원불교 사회복지의 발전 방안〉,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2, 2009, 163쪽.
노득용, 〈한국 민간사회복지 체계 속에서의 종교사회복지의 종교별 비교분석〉,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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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문제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함께 참여하여 그 문제를 나누고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사목적 지침,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른
교회 공동체의 직·간접적인 행위와 신자 개인이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의 이
름으로 또는 교회의 가르침과 지침을 실천하려는 다양한 노력’14)이라고 규정한다.
가톨릭 사회복지활동과 일반 사회복지사업이 다른 점은 ‘가톨릭 사회복지 활동의
지향이 그리스도 정신에 따르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점과 주 대상이 물질적 혹은
정신적으로 소외된 사람들’15)이라는 것이다.
개신교의 경우 박종삼은 기독교 사회사업은 ‘지역 사회내의 사회문제를 교회
의 선교적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주체가 되어 사회봉사의 프로그램을 기
독교적 관점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김기원은 기독교 사회복지를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기독교인들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
이자 자치체계’라고 한다.16) 이러한 기독교의 사회복지이념은 성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하느님과의 관계가 전제되고 있다. 기독교의 사회복지 활동은 하느님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따를 때 보상이 결과로 나타나는 등의 이유 때문에17) 타인을
위한 활동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같은 기독교 전통인 천주교와 개신교의 사회
복지는 모두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의 정신, 하느님의 명령에서 기인하는 것이
고, 선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불교의 사회복지 이념은 개교의 동기, 일원상 진리와 사은, 그리고 삼학과
사요를 통해서 설명된다. 개교의 동기가 복지의 기본 이념이라면 일원상의 진리
와 사은은 사회복지의 이념을 제시한 것이고, 삼학과 사요는 실천적인 측면의 사
회복지 이념으로서 삼학은 개인의 구원, 사요는 사회의 구원을 지향하는 것이다.

14)
15)
16)
17)

심흥보, 〈한국 천주교 사회복지사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쪽.
 인숙 외, 《한국 가톨릭 사회복지의 실태와 전망》,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전국연수회 자료집, 1997, 15쪽.
김
김인, 〈한국 교회사회복지의 정책과제〉, 《교회와 사회복지》 4,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2006, 121쪽.
유장춘, 〈기독교사회복지의 이념과 실제〉, 《시민사회와 종교복지》, 종교사회복지포럼 편, 학지사, 2003, 192-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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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박중빈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파란 고해의 일제 생령을 광
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라고 개교의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이
를 통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병행되어 조화를 이룬 낙원세계의 건설이 원불교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임을 알 수 있다.18) 원석조는 원불교 사회복지의 핵심 이념은
소태산이 교단의 사업목표로 교화·교육·자선을 병진할 것을 명시한 데 있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원불교 사회복지 이념은 자선이라고 규정한다.19) 다
른 어떤 이론적 이념보다도 교조가 제시한 원불교의 사업목표인 자선이야말로 사
회복지의 핵심이고, 따라서 원불교의 사회복지 활동은 모두 이 이념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순진리회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은 해원상생(解寃相生)과 보은상생(報
恩相生)으로 이야기된다.20) 해원상생이란 글자 그대로는 원을 풀어 서로 함께 살아

가자는 의미이지만,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해원과 상생의 의미는 대순진리회의
교리와 연결된다.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해원상생은 선천세계에서 서로간
의 상극으로 인해 원이 맺혔는데, 후천세계에서는 그러한 원한을 풀고 타인을 도
와 잘되게 하면 그것은 결국 나도 잘되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런 점에서 상생은 그
냥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은상생도 마
찬가지 논리로 연결된다. 나라는 존재도 사실 혼자서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
즉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다.21) 그것에 대해 보은하는, 즉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이니 사회복지에의 참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생활에서 필수적인 의
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박한경 도전이

18) 서윤, 〈원불교와 사회복지〉, 《종교문화학보》 4, 한국종교문화학회, 2007, 98-100쪽.
19) 원석조, 앞의 글, 357-358쪽.
20) 박종수,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 현황과 과제〉, 《대순사상논총》 24-1,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2014, 296쪽.
21) 신철균,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의미와 실천에 관한 연구〉, 《대순진리학술논총》 4,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2009, 171-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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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에 종단의 3대 중요사업으로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을
정한 것22)은 대순진리회가 사회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사회복지의 입장에서 논의된 종교 사회복지가 단순히 종교단체가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종교의 입장에서 말하는 종교 사회복
지는 각 종교의 이념에 따른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의 입장에서 종교사
회복지를 논하는 것은 일반사회복지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이것은 정부나 지
자체에서 하는 공공 사회복지가 아닌 민간사회복지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면 될
뿐, 굳이 종교사회복지를 별도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한편 종교의
입장에서 논의되는 종교 사회복지의 경우 종교가 행하는 사회복지가 종교적 수행
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
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불교나 원불교, 대순진리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의 실천
이 수행의 한 방편이 될 수가 있고, 천주교와 개신교는 신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동기나 과정이 어찌되었던 종
교가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 그리고 인간의 보
다 나은 삶과 낙원시대를 바라는 열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한국 종교 사회복지의 현재
문헌에 등장하는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삼국시대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고구려의 고국천왕은 진대법을 정하여 춘궁기에 관아의 곡식으로 빈민
을 구제하게 하였다. 불교가 융성한 고려시대에도 국왕이나 승려, 양반 부호들이
22) 정지윤, 〈대순진리회의 사회사업 실천 방향성에 관한 연구-대만 자제공덕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35, 한국신종교학회,
2016,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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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였으며, 의창과 같이 제도적인 구휼기관도 있었다. 유교
국가인 조선 시대에는 왕도정치이념에 입각하여 구빈행정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었
다.23)
조선 사회에도 민간 사회복지가 있었지만 친족 중심의 역할이었고 기본적으
로 가족과 친족들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었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 사회복지는 조
선 후기 천주교에 의해 시작되었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인 매스트르(Joseph
Ambroise Maistre) 신부는 1854년에 프랑스 성영회의 지원을 받아 고아들을 신도

들의 가정에 유료로 위탁하여 양육시키고 있었다. 고아원을 세울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박해가 끝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탁양육을 선택한 것이었
다.24) 천주교 박해가 끝난 뒤인 1885년에는 조선 최초로 고아원과 양로원을 설립
하였고, 전국 각 지역에 시약소를 설치하여 빈민에게 무료로 약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25) 한편 서구 각국과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입국하면
서 학교와 병원을 통한 사회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정동의원과 같은 병원, 그리고
배재학당, 이화학당과 같은 학교들이 이 무렵에 설립된 것들이었다.26)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을 맞이한 한국 사회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한국전쟁은 빈곤과 함께 많은 전쟁고아들을 만들어 사회복
지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1950년대 한
국의 사회복지는 외원시대라고 부를 만큼 외국,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원조
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시기였다. 이때 한국에 원조를 제공한 외국의 원조기관 가
운데 80% 정도가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이었다.27) 따라서 이 시

23) 임희섭, 〈한국의 사회복지와 종교〉, 《한국사회개발연구》 17,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7, 54-56쪽.
24) Claude Charles Dallet, 《한국천주교회사》 하,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교회사연구소, 1990, 209-210쪽.
25) 손덕수, 〈사회복지를 향한 가톨릭교회의 사회봉사〉, 《기독교와 한국사회》 7,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2000, 220쪽.
26) 노치준, 〈사회복지를 향한 개신교의 사회봉사〉, 《기독교와 한국사회》 7,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2000, 163쪽.
27) 위의 글,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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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회복지라고 하면 외원물자의 분배업무와 고아 및 무의탁자들의 수용보호사
업인 사회복지시설사업을 뒷바라지하는 정도2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즉, 이 시기
에는 공공 사회복지보다는 민간 사회복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종교계의 사회복지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은 1969년의 10월 헌법
으로 이 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 증진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가 최초로 명시되었다.29) 미군정기 사회복지 정책은 빈곤 상황을 완화시
키는 구호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이승만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관련법
들이 차례로 도입되지만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실효성이 없었기30) 때
문이다. 이후 적지 않은 사회보장 관련 법률들이 주로 군사독재 정권 시기에 만들
어졌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사회보장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민간복
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점차로 종교계의 사회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
되었다는 것31)은 정부의 종교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정부의 사례로 현
재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을 들 수 있다.32)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은 법인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 이외
에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종교단체 등에 위탁·운영되
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이러한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면서 각 지역

28)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2000, 319-320쪽.; 박문수, 〈가톨릭교회와 근대적 사회사업의 도입과 발전〉, 《가톨릭사회과학연구》
16,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2004, 31-132쪽에서 재인용.
29) 고병철, 앞의 글, 247쪽.
30) 권오구, 앞의 책, 286쪽.; 박문수, 앞의 글, 133쪽에서 재인용.
31) 고병철, 앞의 글, 254쪽.
32) 1970년 제정되고 1983년 5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제13조에 의해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997년 개정된 사회복
지사업법은 제34조에 의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8년 2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조 1의2에 의해 ‘지역사회복지’가 정의되고, 3의2에 의해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
졌다.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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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국가나 지자체, 또는 민간법인에 의해 많은 사회복지관들이 생겨나게 되었
다. 이렇게 만들어진 복지관들의 운영주체는 민간법인, 그중에서도 종교단체들이
나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
체는 복지관의 설치와 지원, 그리고 종교단체는 운영을 하는 역할의 분담이 일어
났다.33)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이어져서 2019년 9월 기준 전국 466개의 종합
사회복지관 가운데 약 350여개가 종교단체 및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
협회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34)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복지관을 제외한다면 사
실상 거의 대부분의 복지관들이 종교 관련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종교단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
종은 2010년 기준 전체 시설의 약 45%가 아동복지와 관련되어 있고 32%가 노인
복지에 해당되었으며, 나머지는 장애인 및 청소년 복지 기관이고 그 외 여성, 근
로, 의료 복지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조계종의 사회복지 활동
은 보다 다양한 측면으로 전개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
재단 산하 시설은 185개에 이른다. 가장 많은 시설이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시설
로 47개소에 달하고 어린이집 40개소,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시설이 30개소 그
리고 지역사회복지관이 24개소에 달한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시설 16개소,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7개소, 지역자활센터 6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35) 아동청소년과
노인복지가 주를 이루면서 복지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복지관
을 운영하는 측면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시설 1곳을 제외하면

33) 한국의 사회복지관의 역사는 1906년 원산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이 태동하면서 시작되었다. 1921년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
해 복음전도, 여성교육, 그리고 사회사업을 설립이념으로 하여 서울에 ‘태화여자관’(현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개관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kaswc.or.kr/greeting 및 양혜원,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권 3호, 기독교학문연구회, 2017, 149쪽 참조.
34)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kaswc.or.kr/greeting
35)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jabinanum.or.kr/(2019년 10월 1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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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의료복지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기준 대한불교천태종의 경우 8개의 사회복지 기관 중 노인복지 기관
이 6개였다.36) 천태종의 경우에도 과거보다 다양해지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현
재까지는 아동복지와 노인복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전체 31개소 가운데 어린이
집 11개소, 노인복지관 및 요양원 등 노인복지 시설이 15개소이며 이외 종합사회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이 있다.37)
대한불교진각종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17개소, 노인복지시설 14개소가 중심
을 이루는 가운데 지역종합사회복지관 3곳과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한부모 가
족복지시설 등이 뒤를 잇고 있다.38) 불교는 과거보다 다양해지기는 했지만 아동,
노인복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사회복지관들이 점차로 늘어나는 특색을 보
이고 있다. 불교는 조계종과 천태종, 그리고 진각종 이외에 조계종의 각 교구 본사
나, 또는 별도 불교단체, 그리고 다른 종파 등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활동 등도 있
지만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흐름은 앞에서 언급한 경향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이외에 다른 불교종단이나 불교관련 단체 및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설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천주교의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 269개소, 아동청소년복지시
설 300개소, 장애인복지시설 310개소, 지역복지(종합사회복지관 포함)시설 107개
소, 여성복지시설 62개소, 행려인(노숙인) 복지시설 47개소, 의료복지시설 20개소
나환우복지시설 15개소, 상담시설 8개소, 결핵환자시설 3개소 등이 있고 이외에
다문화가족지원, 알코올상담센터, 무료진료소, 외국인쉼터 등을 포함해 약 50여

36) 김학주·임정원, 〈불교사회복지의 현황 및 과제 조계종과 천태종을 중심으로-〉,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7권 2호, 사단법인 한국
교수불자연합회, 2011, 17-18쪽.
37)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with99.org/(2019년 10월 15일 확인)
38) 진각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jgo.or.kr/(2019년 10월 1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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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의 기타시설들이 있다.39)
개신교의 경우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소속 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50개소,
어린이집 13개소, 아동복지 8개소, 지역복지관 7개소, 장애인복지 12개소, 여성
복지 6개소, 다문화가족지원, 노숙인 복지 등이 있다.40) 한국기독교장로회 복지재
단 산하 복지시설은 노인복지 시설 59개소, 지역아동센터 16개소, 어린이집 10개
소, 장애인 복지 9개소, 종합복지관 8개소, 지역자활센터 5개소, 푸르뱅크 5개소,
노숙인 시설 2개소와 청소년 시설 등이 있다.41) 그러나 개신교는 해외와 연결된 법
인, 개신교인들로 구성된 법인, 노회나 개교회에서 운영하는 법인, 그리고 개신교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법인 등 다양한 복지재단들이 있어 전체적인 통계나 구
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42) 이처럼 다양한 구조 속에 다양하게 사회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역시 노인과 아동 복지시설이 주를 이루고 이어서 장애인이
나 여성, 다문화가족지원 등이 뒤를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불교는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를 축으로 많은 복지시설들을 운영하고 있
다. 전체 192개의 복지시설 가운데 노인복지 94개소, 아동청소년복지 43개소, 장
애인복지 23개소, 사회복지관 14개소, 정신보건유형 4개소, 지역자활센터 4개소,
그리고 8개소의 다문화, 노숙인, 여성, 모자복지 관련시설들이 있다.43) 원불교는
노인과 아동복지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정신보건복지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노인복지
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복지 등이 뒤를 잇는다. 현
39)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홈페이지 http://caritas.cbck.or.kr/(2019년 10월 15일 확인)
40) 한국장로교복지재단 http://www.pckwel.or.kr/(2019년 10월 15일 확인)
41) 한기장 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prokwfm.org/g5/(2019년 10월 15일 확인)
42) 기독교 소속 복지재단에 관해서는 이준우,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재단의 현황과 방향성〉, 《교회와 사회복지》 19권, 한국기독교사회복지
실천학회, 2012, 104-109쪽 참조. 그러나 여기에서도 모든 복지재단을 소개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기독교 복지재단들이 있다
고 한다.   
43)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wonwelfare.net/(2019년 10월 1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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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회의 추세와 환경에 따라 노숙인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 지원, 그리고
자활 지원과 같은 곳에서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러
한 추세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공통적이지만, 천주교의 경우 나환우, 결핵환자,
알콜중독자 지원 등과 같은 특수한 복지활동을 하는 측면은 다른 종교의 복지활동
과 비교되는 특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복지 분야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종교들이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지역노인
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복지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종교계 사회복지 활동이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한편에서
는 종교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도 등장한다. 불교나 기독교 등의 복지활동에 대해
많이 지적되는 내용은 개별 교당(불교의 사찰, 천주교의 본당, 개신교의 개별 교회 등)
이나 교당 소속 신자들이 사회복지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심이 사회복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면서 동시에 종교가 곧
복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
라도 개별 교당이나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한편 많은 수의 지역사회복지관이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
설을 운영하면서 일부에서 종교 행위의 강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종교단체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종교적 강요나 권유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 시설 종사자들에게 종교 행위에 참여하거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도 종교단체가 사회복지 활
동을 선교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에 선교라는 목적이
개입될 경우 적절한 복지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동시에 선교활동이라는 목적
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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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종교단체 자체의 기금도
투입되지만, 정부나 기타 외부 지원에 많이 의존하는 형태도 발생한다. 특히 지역
복지관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재원이 결정적일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경제적
인 어려움은 해결되겠지만, 그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때로는 종교 사회복지가 정
치색에 휘둘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종교 사회복지는 되도록 외부의 영향
력에서 자유로운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일반 사회복지 시설과 마찬가지로 종교 복지 시설의 규모도 과거와 비교해 점
차로 커지고 현대화·조직화·체계화되면서 그에 맞는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복지 시설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고
용하는 형태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부에서 피고
용인들의 종교와 무관하게 법인이 소속된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제하거나 후원금
을 강요하는 사례들도 있다.44) 서울시에서 이러한 종교적 강제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정도로 종교적 횡포가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직원을 고용할
때 피고용인의 종교를 고려하는 경우도 아직까지 나타나는 모습이다.

Ⅳ. 종교사회복지의 과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종교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몇 가지 과제를 정
리하였다. 첫 번째로 종교 사회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하
나의 주제이기는 하지만 전체 종교 사회복지의 과제 가운데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44) 〈매일 야근에 강제 종교행사까지... 사회복지사의 눈물〉, 《머니투데이》, 201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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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2장에서 살펴본 종교사회복지의 개념은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되었다. 첫 번째가 사회복지 관점에서 본 것이고, 두 번째가 각 종교전통의 입
장에서 본 것이다. 종교전통의 입장이란 각 종교의 이념이나 교리를 기준으로 사
회복지 활동을 한다는 것이 전제되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던 간에 종교가 사
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왜 종교가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종교 사
회복지의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각 종교별 규정이 있고, 사회복지적
관점의 규정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 규정들에
는 모호한 측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선교 중심의 입장도 나타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벗어나려면 종교사회복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자면 개인적 사회복지의 개념을 확장
시켜서 개인적 복지보다는 전체 사회의 구조적 측면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회복지
의 개념을 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천주교 사회복지의
대표기관인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목적을 보면 ‘인종, 종교, 이
념에 관계없이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들이 같은 인간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리
스도교적 사랑과 정의에 입각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적극 기여함에 있다’45)고 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과 정의에 입각한 사회 건설’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개
념을 이용해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규정해 볼 수 있다. 이것을 종교학적 입장에서
적용한다면 ‘인종, 종교,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이 인간 사회 안에서 인간다
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종교의 이념과 정의에 입각한 사회 건설을 위해 노

45)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홈페이지 http://caritas.cbck.or.kr/(2019년 10월 1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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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복지의 입장과 종교의 입장
이 반영되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 사회복지와 종교 사회복지의 구
별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더불어 종교와의 관계에서만 사회복지를 볼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입장에서 새롭게 사회복지를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즉, 사회복지를
단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한 개인적 복지로 규정해서 시혜적 차원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적 정의에 입각해서 사회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의 사회복지 개념은 유용하리라고 본다.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면 각 종교 소속 신자들에게 왜 사회복지에의 참여가 필
요한지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
진다면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관심은 관
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여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이 실현될 때
각 종교단체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종교에서 비중이 높은 아동청소년복지와 노인복지 분야
외에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 접근하기 어렵거나 소홀하기 쉬운 틈새 복지에 대한
종교 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청소년복지와 노인복지 분야가 비중이
높은 것은 한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일반 사회복지와
마찬가지로 종교 사회복지에서도 관심을 지녀야할 분야인 것은 옳다고 본다. 그러
나 그 이외에 현대 사회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같은 문제, 그리고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인한 심리적 불안
등등은 일반 사회복지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들이라고 본다. 이러한 영역에 종교
적 특성, 예를 들어 참선이나 명상, 그리고 피정 등과 같은 종교적 프로그램을 일
반적인 내용으로 개발해서 접근한다면 사회복지에서 종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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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 번째로 다른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종교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들이 점차
조직화·전문화되면서 따라오는 대형화 추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다. 법인이나 시설들의 대형화는 사회에서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
회복지란 클라이언트의 복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사회가 점차 고도로 발달하면
서 조직화와 전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복지 시설들의 대형화는 클라이언
트의 비인격화 내지 사물화의 경향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
적, 경제적, 육체적 약자들은 정신적으로도 약자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의 불교
사회복지에서 내면적 주체성을 강조한 것처럼 육체적,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
신적 측면의 복지도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친 대형화보다
는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들이 적합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각 종교의 이념에 집착한 나머지 클라이언트가 종교
적 실천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종교 사회복지가 종교적 수
행이나 실천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종교적 목적을 위한 수단인가의 문제와 연
장선에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종교 사회복지는 항상 클라이언트
의 입장에서 활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단순히 종교적 구원을 위한 행
위는 사회복지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리어 종교 사회복지에 대
한 사회적 반감만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것은 시혜적 성격의 종교 사회복
지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 사회복지 활동에서 지나친 종교적 목적을 설정하는 것을 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활동을 선교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사회복
지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종종 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클라이언트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 종교 시설에
소속된 종사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3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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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에게 강제로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하고 후원금도 강요했다는 기사는 사회복
지의 문제가 단지 복지 활동의 대상인 클라이언트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
다. 첫 번째 과제에서 언급되었듯이 사회구조적 문제로 사회복지를 접근한다면 이
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는 대상과 주체가 나누어져 있는 것
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지의 대상이고 주체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사회복지는 단순히 경제적·육체적 약자들만을 대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만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전체 사
회의 복지를 추구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사
회구조의 개혁을 위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 경우 불국토 사
회라는 원대한 목표, 기독교의 경우 하느님의 나라 또는 천국의 지상화라는 목표
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다른 종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이념에는 단순히 개개인이 아닌 전체 사회나 세계를
바꾸려는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다면 단순히 소수의 대상자들을
위한 소극적 복지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복지가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 경우에
도 지나친 종교적 목적은 피해야 할 것이다. 불국토라고 해서 클라이언트나 시설
종사자들을 불교신자로 만들고, 하느님 나라라고 해서 그들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
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개개인에
대한 목적보다는 사회적 개혁을 통해 불국토와 같은 이상사회, 하느님 나라와 같
은 이상사회를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종교와 사회복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가 곧 종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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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또 종교가 곧 사회복지는 아니다. 분명 사회복지의 일부가 종교이고, 종교
의 일부가 사회복지일 것이다. 즉, 서로의 전문분야가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종교
인이 사회복지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문가가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전문 영역은 존중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종교
이념을 그대로 사회복지에 투영시켜 나간다거나 반대로 사회복지에서 종교를 추
출해내서 그것을 종교인양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종교가 사회복지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은 종교가 한 국가와 사회 안에 존재
하는 한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청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선교만을
앞세운다면, 그리고 선교가 목적인 사회복지 활동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단
순한 숫자놀음에 불과할 것이다. 사례는 다소 다르지만 군 선교에서 이러한 결과
들이 나타났다. 즉,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제대 후에
도 계속 그 신앙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야기된다.46) 따라서 사회복지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할 때 ‘선교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잘 사용해야 한다’47)고 하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사회복지의 대상
들을 단순히 선교의 목적, 또는 수단으로만 본다면 제대로 된 사회복지 활동이 될
수 없고 선교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가 노인복지와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에서의 활동이 많은 것은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
다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
다.
과거에 비해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의 숫자는 앞으로 사회복

46) 〈군 선교에 대한 관점 전환에 대한 북 콘서트 열려〉, 《크리스챤라이프》, 2015.11.12. 단순히 개신교의 사례이지만, 모든 종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47) 김인숙 외, 앞의 책,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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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확대될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용인들이 대하는 클라이
언트들뿐만 아니라 피고용인들도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역시 사회복지의 대상이
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
론이고 그것은 시설에 종사하는 책임자를 포함한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인
식해야 할 것이다.
복지법인의 조직화와 체계화 등과 함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사회복지의 외연
확대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설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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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종교사회복지 활동의 현상을 간단하게 조망한 다음 몇 가
지의 과제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종교 사회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
가 필요하다. 종교사회복지에 대한 각 종교별 개념은 있지만, 그조차도 관점에 따라 달
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일반에서의 종교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이것은 전체 종교 사회복지의 과제 가운데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개념정의를 통해서 각 종교 소속 신자들이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마련될 것이며, 사회복지 활동의 명확한 목적의식
도 만들어질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 접근하기 어렵거나 소홀하기 쉬운 틈새 복
지에 대한 종교 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같
은 사회적 문제, 그리고 대형 참사로 인한 심리적 불안 등등은 일반 사회복지가 접근하
기 어려운 분야들이라고 본다. 이러한 영역에 종교적 특성, 예를 들어 참선이나 명상, 그
리고 피정 등과 같은 종교적 프로그램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개발해서 접근한다면 사회
복지에서 종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 번째 과제는 종교 사회복지 시설의 대형화 추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인이나 시설들의 대형화는 사회에서 또 하나의 권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또
한 대형화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비인격화 내지 사물화의 경향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나친 대형화보다는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들이
적합할 수 있다.
네 번째 과제는 각 종교의 이념에 집착한 나머지 클라이언트가 종교적 실천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종교 사회복지는 항상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활동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단순히 종교적 구원을 위한 행위는 사회복지의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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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리어 종교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반감만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것은 시혜적 성격의 종교 사회복지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 사회복지 활동에 지나친 종교적 목적을 설정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활동을 선교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사회복지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종교 사회복지는 전체 사회의 복지를 추구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사회구조의 개혁을 위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주제어: 종교 사회복지, 종합복지관, 개념화, 틈새 복지, 대형화,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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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s and Prospects in the Religious Social Welfare

Yoon,Yong Bok
The Asian Institute for Religions

This study aims to propose some suggestive ideas by critically reviewing
the various aspects of the religious welfare systems and its activities in Korea.
My primary concern, firstly, is to clarify the confused and varied concepts of
the social welfare in the religious arena. Every religious institute has its own
social welfare concepts based on their perceptions on the welfare. Therefore,
the comprehensive concept on the social welfare should be strictly
delineated.
With this definition the religious devotees will contribute their charitable
exertions for the sake of the welfare; and their motivations for it would be
clarified along with their religious causes. This definition is more than to
“clarify” the meaning involved in it, but guides to the crucial commitment in
the religious social welfare activities. The devotees in the religious orders will
participate in the social welfare activities by and through conceptualizing the
welfare ideal and their purposes will be intensified.
Secondly, the religious organizations would play the crucial roles,
especially counting on the secular social welfare, whose activities are often in
the blind spots and ignore the urgent cases of welfare. For instance, some
social welfare involvements are too intriguing to be approached by the
secular social welfare system, which is excluding the cases of the suicid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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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or the traumas due to major accidents. If these issues are
approached with the religious orientations and programs such as meditations
or retreats, it is much functional rather than to dealing with the secular social
welfare.
Thirdly, it is necessary to avoid oversizing the facilities and the
institutions. The corporations and the facilities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are
growing bigger and larger, and eventually, they are functioning as the
powerful social organizations. Caused by this enormity, the facilities are apt to
impersonalize the clients and even ignore them to be material objects.
Accordingly, the facilities of proper size will be suitable in order to satisfy an
individual's demand with good care. Fourthly, the clients should not be used
as tools for the religious conversion, which has been usually articulated by
the religious ideologies. The religious social welfare should be practiced and
performed only for the sake of the client's demands. The religious redemptive
activities will not give any positive effects on the social welfare. If so, it is
only ended in bringing the societal antipathy to the very religious institute.
Such an activity will be away from the give-and-take charity format of
so-called the religious hypocrisy.
Lastly, the social welfare activities should not be used as a means of
religious propagation and conversion, but should utilize the social welfare
itself as the objective. In other words, the reform of the societal structure is
needed for the sake of the social justice only.

Key Words: social welfare of religions, comprehensive welfare center,
conceptualization, niche welfare, oversizing, soci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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