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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수도권의 포교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직할교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비대한 직할교구를 포교의 기능에 맞게 

적절하게 분구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한국불교는 이제 주류종교의 위상에서 물러나게 

되었음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개신교신

도수의 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인천에서는 천주교보다 불

자수가 적은 상황이다. 한국의 핵심적인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는 더욱 심각하여 개신교는 불교보다 2배 이상이고, 천주교는 불교보다 

상당히 앞서는 신도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하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

안의 모색은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수도권의 중심에 위치한 직할교구의 역할은 무엇

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조직과 운영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를 

참고하여 직할교구 분구방안과 조직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직할교구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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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강북교구, 서울 강남교구, 인천교구로 분구하고 각 교구에 위치한 조계사, 봉은사, 전

등사를 교구본사로 지정한다. 그리고 직할교구의 교구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

을 맡되 상징적 역할에 그치고, 분구된 교구에 교구장 대리를 임명하여 실질적인 교구장

의 역할을 하게 한다. 또한 의결기구인 본･말사가 참여하는 교구종회를 실질적이고 독립

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교구 내에 위치한 타교구 사찰이나 조계종 법인 산하 사찰은 교구

종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옵서버 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교구를 실질

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처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교구의 업무를 뒷받침하게 한다.

주제어

총무원장 직할교구 강북교구 강남교구 인천교구 교구장대리 교구종회

I. 시작하며

1. 수도권 불교의 현실과 문제제기

수도권은 서울･경기도･인천광역시를 말한다. 한국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

지하고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금융, 교육 등의 핵심적인 중심지다. 이런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불교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은 많

은 수치가 입증한다.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가장 최근 자료인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인구가 개신교>불교>천주교 순

서로 신도수가 되어있음을 아래 <표 1>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표 1> 2015년 전국대비 수도권 주요종교 신도수와 비율1)

지역
종교 있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신도수 비율 신도수 비율 신도수 비율 신도수 비율

전   국 21,554 43.9 7,619 35.34 9,676 44.9 3,890 18.0

서   울 4,387 20.4 1,024 23.3 2,286 52.1 1,013 23.1

경   기 5,141 23.1 1,257 24.5 2,730 53.1 1,065 20.7

인   천 1,171 5.4 244 20.8 643 54.9 265 22.6

전국대비 

수도권비 
10,699 49.6 2,525 33.1 5,659 58.5 2,343 60.2

(단위 : 천명, %)

1) http://kosis.kr (검색일자: 2020.7.26.), 2015년 종교별 인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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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비교하면 전국적인 신도수 순서와 같지만 개신교는 월등하고 불

교와 천주교 신도수가 별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불교 신도수가 개신교나 천주교 보다 적은 3위 종교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의 불교인 숫자는 개신교에 비하여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이다. 천주

교 신도와 거의 같은 숫자를 보인다. 심지어 한국의 모든 역량의 핵심 집결지

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의 종교인 구성은 충격

적 상황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불자가 개신교보다 2배 이상 적고, 천주교 신도보다도 상당히 적은 3위 종교

다. 이런 현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하기 시작한 불교계는 수도권 포교의 심

각성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표 2> 2015년 서울 주요 지역 신도수의 비율2)

행정구역
불교 개신교 천주교

신도수 비율 신도수 비율 신도수 비율

서울특별시 1,023,721 23.3 2,286,305 52.1 1,012,892 23.1

강남구 55,512 19.7 139,049 48.9 85,505 20.7

서초구 41,228 18.2 117,453 51.8 65,762 28.0

송파구 66,158 21.3 156,797 50.5 83,505 26.9

양천구 42,187 19.5 118,089 54.6 52,801 24.4

(단위 : 명, %)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이라 약칭) 중앙종단 차원에서 지난 2011년 

종단 산하 불교사회연구소와 조계종 포교연구실이 공동주관한 �수도권 불교

의 문제와 그 대안�및 공청회･토론회를 개최(2011. 10. 5)한 바 있다. 그리고 불

교사회연구소에서 ｢수도권 불교활성화 방안｣ 보고서(2012. 7)를 내기도 하였

으며, 포교원 포교연구실에서는 ｢수도권 포교환경 종합보고서｣를 발간(2011. 

10. 30)하기도 하였다. 종단 외부의 성과물로는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발표한 

2) http://kosis.kr (검색일자: 2020.7.26.), 2015년 종교별 인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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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의 연구보고서3) 가 있다. 또한 조기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구자치제의 

저해요인과 개선과제｣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2016. 3)하기도 하였다.4) 이와 같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교의 실태를 조사 분석한 보고서와 학계의 논의 내용

을 살펴보면 불교가 처한 위기 상황을 공통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인구 밀접지역인 수도권으로 갈수록,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

는 지역으로 갈수록 불교의 위치는 더욱 왜소해 가고 있음이 현실이다. 수도권

의 불교는 종교 지형상 중심부로부터 빠른 속도로 주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곳인 동시에 각 

종교가 서로 경쟁하며 포교에 심혈을 기울이는 수도권에서 불교가 처한 현실

이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조계종단이 수립한 수도권 포교정책, 넓게는 종단 

전체의 포교정책, 근본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한 교구자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우선적으로 종단

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자원의 재배치를 통하여 위기를 타개하고 수

도권 포교역량을 극대화 하는 방안의 하나로 직할교구를 정비하고 변화된 환

경에 적합하게 직할교구를 분구하여 수도권의 포교역량을 강화해야함이 불

가피한 상황이다.

2. 연구 목적과 범위

현행 조계종의 25교구제는5) 부산의 범어사, 대구의 동화사, 충북의 법주사, 

제주의 관음사만이 국가 광역 행정조직에 한곳의 교구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반면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의 광역자치단체에는 교구본사가 한곳도 위치

3)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조계종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2010);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수도

권 포교 공동화의 현황과 대처방안｣ (서울: 2011. 9).

4) 조기룡, ｢대한불교조계종, 교구자치의 저해요인과 개선과제｣, �불교학연구� 제46호 (서울: 불교

학연구회, 2016.03).

5) 조계종의 교구는 25개교구와 군종특별교구, 해외특별교구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제20교구(본사; 

순천 선암사)는 태고종과 소유권 분쟁중이어서 완전 해결될 때까지는 제20교구의 말사에 대한 관

리는 제19교구(화엄사)와 제21교구(송광사)가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는 조계종의 교구

는 24개교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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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 광역자치단체는 급속히 성장한 대도시로서 지역

의 관할 본사가 불분명하여 어느 본사도 책임지고 포교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

황이다. 교구의 관할 범위에 대해서는 조계종 종헌･종법상 어디에도 규정되

어 있지 않다. 각 교구마다 본사가 위치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말사가 위치

하고 있는 편이지만 상당히 많은 말사는 본사가 위치한 행정구역과는 관계없

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심지어 해외까지도 위치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24교구별 사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교구별 승려 및 사찰 현황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제공(2020년 6월 16일)

교 구 본 사 승려수 사찰수
등록 분류

공 찰 사설사암 산내암자 포교소

직할교구 3,231 616 75 437 1 103

2교구 용주사 504 124 46 69 0 9

3교구 신흥사 155 56 25 23 7 1

4교구 월정사 301 90 43 34 8 5

5교구 법주사 523 121 43 62 12 4

6교구 마곡사 359 145 51 67 23 4

7교구 수덕사 700 101 38 53 7 3

8교구 직지사 349 90 47 23 20 0

9교구 동화사 703 173 41 110 18 4

10교구 은해사 269 57 35 13 9 0

11교구 불국사 273 109 37 66 5 1

12교구 해인사 1,589 205 59 120 19 7

13교구 쌍계사 168 76 30 35 10 1

14교구 범어사 818 258 46 164 13 35

15교구 통도사 1,268 226 72 127 18 9

16교구 고운사 148 75 49 25 0 1

17교구 금산사 210 107 59 42 6 0

18교구 백양사 333 78 24 43 8 3

19교구 화엄사 310 76 24 35 15 2

21교구 송광사 492 97 38 50 6 3

22교구 대흥사 133 71 30 34 7 0

23교구 관음사 88 49 17 29 0 3

24교구 선운사 188 71 27 34 10 0

25교구 봉선사 331 101 33 60 0 8

총  계 13,443 3,172 989 1,755 222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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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계종의 교구제가 현시점의 국가행정구역 및 인구규모, 사회적, 경제

적, 지역적 상황과 별반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조계종의 24교구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구와 국가행정체계가 불일치한다.

둘째, 교구규모나 교구 재적승의 편차가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6)

셋째, 직할교구는 본사가 없고, 교구 재적승의 의사와 관계없이 총무원장이 

당연직 교구장이다.

넷째, 정해진 교구관할구역이 없으며, 본사가 위치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외에 걸쳐있다.

이상과 같은 교구제의 문제점을 인식하되, 직할교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

으로 분할하여 수도권 포교의 공동화를 극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종단 

구성원들의 합의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교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개편, 재정확보, 인력보강, 권한부여 

등의 종무행정전반을 다뤄야 할 문제다.7) 

직할교구 분할의 전제조건은 직할교구의 관할 영역이 확정 되어야 되는데 

현 조계종 종헌･종법상에는 각 교구의 관할 구역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다. 이런 한계 속에서 직할교구의 분할을 논하는 자체가 가능할 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불가피하게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 서부와 인천에 위치한 

6) 본 논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계종의 재적 비구는 6,299명, 비구니 5627명, 사미 1,072명, 

사미니 475명이다. 총13,443명이다. 이 가운데 직할교구 재적승 3,231명, 제12교구(해인사) 1,589

명, 제23교구(관음사) 88명이다. 재적승의 편차가 36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조계종의 공찰은 989

개소, 사설 1,755, 산내암자 222, 포교소 206개소다. 전체 소속사암은 총 3,172개소다. 이 가운데  직

할교구 소속사암은 616개소, 제12교구(해인사) 205, 제23교구(관음사) 49개소다. 편차가 12배 이

상 차이가 난다. 

7) 조기룡은 교구자치의 개선과제로 제도적, 운영적, 의식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제도적으로는 

‘교구자치의 모법제정 및 종법령 정비’를, 운영적 측면에서는 ‘교구종회의 독립성 강화 및 교구행

정의 투명성 제고와 교구의 재획정 및 분구‘를, 의식적 측면은 ’중앙의 분권의지 및 교구의 자치 의

지‘를 제시하였다 (조기룡, 앞의 논문,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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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교구 소속 사찰만을 대상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힌다.

이런 한계 때문에 두 가지 원칙을 갖고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직할교구 분할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둘째, 분할대상은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 서부, 인천으로 한

정하고, 이곳에 위치 한 직할교구 소속 사찰만을 대상으로 한다.

II. 직할교구의 역할과 문제점

1. 직할교구의 의미와 역할

조계종단의 조직체계는 교구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관한 기관으로 교

구본사와 말사를 두고 있다. 교구본사제의 역사적 배경은 1911년 일제강점기

의 사찰령과 시행규칙에 규정한 30본산제에서 유래한 것이다.8) 본산제도는 

중앙집권제로 운영되지는 않았으며, 조선총독의 임명을 받은 본사 주지가 총

독부의 통제 하에 교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였다. 1915년에 중앙에는 

30본산이 연합하여 강학(講學)과 포교를 위하여 ｢조선각본사연합제규｣에 의

하여 각황사(각황교당)에 본산연합사무소를 두었을 뿐이다.9)

해방 후 일제 잔재의 청산과 자주적 교단의 설립을 위해 불교계는 31본산제

를 폐지하고 각 도에 교무원을 두는 교구제를 시행하기도 하였다.10) 이후 1962

년 통합종단이 발족하면서 도별 교구제가 폐지되고 다시 해방 전의 본산제를 

부활시켜 지금의 25교구본사제에 이르게 되었다. 현 교구본사제도는 일제시

대의 31본산과 비교했을 때 북한 지역 사찰과 이남의 몇 본사가 조정되어 오늘

8) 이능화, �역주 조선불교통사� 6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PP.637-642. 1924년 11월 20일 사

찰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라남도 구례군 화엄사가 본산으로 추가되어 31본산이 되었다.

9) 이능화, 위의 책, pp.713-718.

10) 1945년 9월 22일-23일 전국승려대회를 개최, 사찰령 및 태고사법, 31본말사법 폐지, 조선불교교헌 

제정, 조선불교 중앙총무원 조직, 각 도 교무원 설치, 교구제(13교구) 실시 등을 결의함. 이에 근거

하여 동년 11월에 각 도 승려대회를 개최하고 각 도에 교무원을 조직함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한국근현대 불교사 연표�, 서울: 조계종출판사, 2000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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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25본사제도가 성립되었다.

2020년 6월 16일 기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소속사찰은 공찰 989개소, 사설 1,755, 산내암자 222, 포교소 206개소다. 합계 

3,172개소다. 이 사찰들은 24개의 교구로 분할되어 관리된다.11) 각 교구에는 

교구를 관할하는 본사가 있으며, 다만 제1교구인 직할교구는 본사가 없는 상

태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관할한다. 즉 각 본사가 소속 사찰들의 지

휘･감독권을 갖는 타 교구와는 달리, 직할교구는 본사를 두지 않고 총무원이 

직접 교구의 종무 전반을 관리한다. 교구장은 당연직으로 총무원장이 된다. 다

른 교구 재적승은 교구장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직할교구 재적승들은 자신의 

교구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향후 이 부분도 합

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조계종의 종헌･종법에 교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종헌 제17

장에 교구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교구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

고 있지는 않다.12) 또한 24교구제는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본사

의 행정구역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전국에 산재하여 더욱 복잡하고 비효율적

으로 교구가 운영되고 있다. 교구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찰을 새롭

게 창건하여 등록할 때에 특별한 종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창건 사찰의 지

역적 위치와 관계없이 24교구본사 가운데 본사를 임의로 정하여 말사로 등록

이 가능한 체계다.

직할교구 사찰 분포를 예로 들자면, 직할교구에 등록된 사찰은 616개소다. 

이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사찰은 193개, 경기도에 위치한 사찰은 132개, 인천 

29개다. 나머지 252개 사찰은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다. 심지어 제주도 3개, 

해외 39개 사찰이 직할교구에 등록되어있다.13) 

11) 본 논문, p.5, <표 3>.

12)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법집�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2016. 6), 종헌, 제17장 교

구, 제1절 교구종회, 제2절 본사 조항 참조.

1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제공(2020년 6월 16일)한 자료에는 사찰수가 616개나, 2020년 4월 27일 대

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제공 자료인 ｢사찰현황 및 주소록｣을 분석한 결과 자료에는 606개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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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교구의 의미는 ‘본사의 종무행정권이 미치

는 하나의 단위’, ‘본사를 중심으로 종무 전반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권역’

이라고 말할 수 있다.14) 

직할교구는 전 종단을 관장하는 중앙집행부인 총무원과 분리된 별개의 차

원에서,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비중과 특성에 맞춘 교육 및 포교, 전법 등의 종

책 전반을 독자적으로 입안하고 시행하는 체계적 단위조직이야말로 교구자

치제에 걸 맞는 직할교구의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즉 행정적 통일성과 총무

원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중앙 종책 방향과의 연계성은 직할교구의 핵심

적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할교구가 종단 교구제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역할의 요체 또한 이 의미를 얼마나 제대로 구현하는가에 있겠다.

오늘날 직할교구의 운영 실태는 이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

다. 교구에 대한 인식의 정립과 체계적 조직화 없이 소속사찰의 주지 인사나 

분담금 징수 등의 통제를 위한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상황이다. 결국 직할

교구는 총무원의 정치적 논리에 종속되어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운영되는 문

제점을 노출해 왔다. 직할교구에서 나타나는 주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더 상

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직할교구의 문제점

1) 교구와 국가행정체계의 불일치

앞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직할교구에 등록된 616개의 말사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사찰 193개, 경기도에 위치한 사찰은 132개, 인천은 29개다. 수도권에 

위치한 354개를 제외한 262개의 사찰은 해외를 포함 우리나라 전역에 흩어져 

있다. 결국 57.5%만이 수도권에 위치한 사찰이고, 나머지 42.5%는 수도권 이

임. 다소 차이가 있다.

14) 조기룡은 ‘각 교구의 종도들이 교구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종단의 일정한 감독아래서, 그 교구의 

공동문제 또는 공동사무를 교구단체의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교구자

치를 정의하였다 (조기룡, 앞의 논문,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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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지역인 해외나 전국에 산재하여 위치한다는 것이다. 다른 교구도 비슷한 상

황이다. 이러한 직할교구의 관할구역과 국가행정체계의 불일치는 곧 지역의 

교통권, 생활권, 경제권과의 불일치를 뜻하며 이어서 지역 포교 및 신행활동의 

비효율성과도 연결된다. 또한 일부 지역에 교구본사의 장악력이 미치지 않는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직할교구 관할구역 획정 미비와 관련된 이러한 제반 

문제들은 결국 수도권의 포교 공동화로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2) 교구종회의 유명무실화

교구종회는 ｢교구종회법｣ 제정 이전의 전통적 산중공의제인 대중공사가 

현대적 대의제에 따라 발전된 형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교구종회는 본･

말사 주지회의의 연장에 불과할 뿐이다. 25개 교구 중에서 교구종회가 활성화

된 본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계종단의 교구종회가 갖는 대의 기능

과 의사소통 기능이 미약한 수준인 것은 물론이며, 교구 내 대의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구성요건조차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이다. 즉 지금의 교구

종회는 단지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앞글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직할교구 등록사찰 616개소 중 등록분류상 

공찰 75개소, 사설 437, 산내암자 1, 포교소 103개소다. 이 가운데 포교소는 대

부분이 사설인 만큼 공찰 대비 사설사암의 비율이 87%가 넘을 정도로 사설사

암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통제권 밖에 놓이기 쉬운 구조이며, 소속 사찰들

마저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교구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희박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의 운영이 될 여지도 있

다.15) 따라서 직할교구의 교구종회는 더욱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며, 지역별 

사암연합회가 포괄할 수 없는 교구 및 지역의 현안과 수행･전법을 심도 깊게 

15) 프랜차이조(franchisor : 본부회사)와 프랜차이지(franchisee:가맹점)사이에 설립된 계약. 프랜차이

조는 자기의 상표, 상호의 사용권이나, 제품의 임대 또는 매매 권리 등을 프랜차이지에게 주고 그

에 따른 적정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매경시사용어사전, 검색일자: 2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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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교구 규모의 비대화

현 직할교구에는 여타의 어떤 교구와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사찰

이 속해 있다. 본사소속 평균 사찰 수를 계산해보면 132개로 나타나는데, 규모

가 가장 큰 직할교구는 소속사찰 수가 616개로 교구별 평균 사찰 수의 4.6배에 

달한다. 그리고 가장 작은 23교구는 49개 말사가 소속되어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직할교구와 가장 작은 규모의 23교구와의 편차가 12.6배에 이른다. 직할교

구는 체계적 관리가 힘든 비대한 조직임을 알 수 있다.16)

이렇게 비대한 직할교구를 총무원의 특정 부서 산하 일개 팀급에서 관리한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직할교구는 교구 전

담 사무처를 두고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교구와 말사관리 및 지원업무를 실제

로는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강북과 강남의 교세 양극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속한 사찰들의 수는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전

국 시･도 평균 사찰 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 밀도 또한 

대단히 높으므로 인구수를 타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가정할 경

우 사찰 수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경기에서 사찰 대비 인구

수, 곧 1개 단위사찰에서 수용하는 인구의 수가 전국 평균 수치를 크게 웃돈다

는 기존의 연구 내용17)은 이들 지역의 인구 규모를 감안했을 때 사찰의 수가 지

나치게 적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괄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사찰의 수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떨어진

다는 것이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지역 소재 사찰의 분포를 강

16) 본 논문, p.5, <표 3> 참조.

17) 불교미래사회 연구소, 앞의 논문 ｢수도권 포교 공동화의 현황과 대처방안｣, p.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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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역과 강남 지역으로 분류해보면, 사찰 대비 인구수에서 강북은 사찰대비 

인구수는 29,942명이고 강북은 75,745명이며, 평균 사찰대비 인구수는 43,333

명 임을 발표한바 있다.18)

강북 지역 사찰 대비 인구수의 약 2.5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강북과 강남의 

인구수 격차에 비해 사찰 수 격차가 훨씬 크게 벌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서울 

내 사찰의 절대다수가 강북에 집중된 이러한 현상은 강남권의 불교 교세의 상

대적 약화로 이어진다. 실제로 통계청의 인구조사에서도 이른바 소위 강남3

구로 일컬어지는 지역인 서초･강남･송파구와 양천구 등 거주민의 교육 및 소

득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불자의 비율은 개신교는 물론 천주교보다도 낮다는 

것은 앞글 <표 2>에서 살펴본바와 같다.19) 서울 강북과 강남을 양분하는 불교

세의 양극화는 상당함을 알 수 있다.

5) 수도권 신흥개발지역 포교 공동화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서 종교용지 공급 분석을 중심으로 ｢수도권포교 공

동화의 현황과 대처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20)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뉴타운인 은평뉴타운, 길음뉴타운, 왕십리뉴타운에 신규 공

급된 종교용지 분석을 통해서 개신교에 22개소, 불교에 5개소의 종교부지를 

공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21) 최근 5년간22)의 수도권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 종교용지 공급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제공한 데

이터를 인용한 종교부지 공급현황에 의하면 이미 공급된 것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서울 개신교 1필지, 경기 개신교 53, 천주교 14필지다.  인천은 개신교 9필

지다. 신도시는 개신교 74, 천주교 15, 기타 2필지다. 불교는 한곳도 없는 것으

로 확인된다.23) 종교부지 공급의 편중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확하게 드러난 

18) 불교미래사회 연구소, 앞의 논문, <표 I-2>, p.26 참조.

19) 본 논문 p.4, <표 2> 참조.

20)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앞의 논문.

21)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앞의 논문, <표 II-7>, P.44.

22) 5년간의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2011년 연구 발표 자료인 만큼 이를 감안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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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자료다. 불교가 수도권, 특히 신도시에서 포교에 실패한 중요요인이 신도

시 종교부지 확보와 이를 통한 사찰건립과 포교에 등한히 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3. 천주교 서울대교구 운영사례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한 직할교구 분구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유사한 경

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 직할교구 운영과 그 규모 및 형태가 유사한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적절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한국 천주교는 크게 서울관구, 대구관구, 광주관구의 3개 관구로 나눈다. 서

울관구에는 서울대교구와 춘천교구, 대전교구, 인천교구, 수원교구, 원주교

구, 의정부교구, 모두 7개의 교구가 소속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서울대교구는 서

울관구의 중심이자 한국 천주교회의 중심 교구라 할 수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행정조직체계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할지역과 조직체계

서울대교구의 관할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황해도 전 지역이다. 또한 평양교

구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까지는 서울대교구가 임시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대교구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종교

인은 4,384,000명이다. 이중 천주교인은 1,013,000명이다. 전체 종교인중 천주

교인은 23.1%의 비율이다.24) 그리고 추기경 1명과 주교 4명, 몬시뇰25) 7명, 신

부 900명 등의 성직자가 있고 교구 내 본당의 수는 232개소다.26)

23)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앞의 논문, <표 II-10>, p.53.

24) 본 논문 p.3, <표 1> 참조.

25) 천주교 고위 성직자에 대한 경칭. 주교 서품을 받지 아니한 원로 사제로서 교황청으로부터 이 명

예칭호를 받은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음.

26) 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http://aos.catholic.or.kr/, 검색일자: 2020.7.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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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관할 체계

기본적으로 각 동(洞)마다 한 개소씩 위치하는 성당은 서울시에 총 232개소

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들을 소재구(區)별로 1~2구씩 묶어 18개 지구로 분

류하고, 18개 지구를 다시 중서울(성당수 85)지역과 동서울(성당수 75)지역, 

서서울(성당수 72)지역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 운영한다. 이 3개 지역

의 구분 역시 지리적 위치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보자면 중서울

지역에는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강

북구, 노원구가 속하게 되고 동서울지역에는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

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가 속하며 서서울지역에는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가 속한다.

이러한 서울대교구의 지역 관할 체계는 다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할도27)

27) 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검색일자: 2020.7.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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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구 조직 구조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난 2002년 ‘서울대교구 사목체계 쇄신에 관한 교령

(敎令)’을 반포한바 있는데, 그 골자는 기존 교구장 중심의 사목행정체계를 직

능 담당 교구장 대리 및 지역 담당 교구장 대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사목체계 쇄신 교령의 시행은 교구가 처한 사목 환경과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

응하기 위한 시도로서 교구 사목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지역 선교를 위한 진일

보한 토대를 놓았다고 평가된다. 현재 서울대교구의 조직 구조는 대략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천주교 서울대교구 조직도28)

28) 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검색일자: 2020.7.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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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대교구를 총괄하는 교구장 아래에는 행정기관

인 교구청과 사법기관인 교회법원을 두며, 교구장을 보좌하는 자문 의결 기구

로는 교구장과 교구장대리로 구성되는 주교평의회 및 교구참사회, 사제평의

회, 사목평의회 등을 둔다. 교구청의 여러 부서는 직능의 성격에 따라 7가지로 

분류되어 해당 교구장 대리의 관할을 받게 되고 이 교구장 대리의 소임은 서울

대교구의 보좌주교 및 몬시뇰이 맡는다.29) 흥미로운 사실은 중서울지역과 동

서울지역, 서서울지역의 3지역도 마찬가지로 담당 교구장 대리가 직접 관할

한다는 점으로, 이는 바로 지역 조직이 교구청 내 직능 조직과 같은 위상을 갖

도록 함으로써 교구 운영의 중심을 지역 사목에 두고자 하는 의도가 서울대교

구의 조직 구조에 반영된 결과다.

한편 서울대교구청에는 사무처와 관리국, 사목국, 청소년국, 문화홍보국, 

성소국30), 특수사목부31), 사회사목부32), 기획조정실 등의 부서가 있다. 여기서 

청소년국이나 특수사목부, 사회사목부와 같은 부서의 존재는 서울대교구가 

행정기관 조직 구성을 조계종 각 교구 본사의 전형적인 7국33) 구조와는 달리 

사목 대상자, 즉 신도의 관리와 대응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편제하고 있다. 다

시 말해서 신도 전체를 연령, 직업 및 소속계층에 따라 세분하고 각각의 신도

군(群)에 적합한 사목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담당 부서를 편제해 배치하는 방

식인 것이다. 

29) 보좌주교나 몬시뇰 1인이 복수의 교구장 대리 직위를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교구장 대리 직

위의 총 수는 직능과 지역을 포함해 10석이지만 교구장 대리를 맡은 주교와 몬시뇰의 수는 그보다 

적음.

30) 사제･부제 서품식을 주관하고 성소주일 행사를 기획함.

31) 일반 신도와 달리 특수성을 띠는 신도층에 특화된 사목 활동에 관한 부서이며 직장사목부, 일반병

원사목부, 경찰사목위원회 등이 소속되어 있음.

32)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처하는 교회 역할의 연구와 실행을 담당하며 노동사목위원회, 노인복지위

원회, 단중독사목위원회, 빈민사목위원회 등이 소속되어 있음.

33) 대한불교조계종, �종법집�,｢지방종정법｣ 제15조(종무기구)에 총무, 기획, 교무, 재무, 사회, 포교, 

호법국을 둔다고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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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급 위원회 설치

앞서 <그림 2>의 서울대교구 조직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천주교 서울대교구

는 교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해 교구장이 자문을 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대교구청 특수사목부 및 사회사목부 산하에는 민족

화해위원회, 경찰사목위원회, 순교자현양위원회, 노동사목위원회, 노인복지

위원회, 빈민사목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사목위

원회 등이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다양한 위원회의 설치는 신도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목 활동

을 꾀할 수 있게 하는 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함

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교회의 역할상(象)을 정립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특히 민족화해위원회와 노동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사목위원회가 

통일･노동･인권･환경 분야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그에 대해 교회 정신에 의

거한 입장 및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교단 외부의 사회 변화 흐름에 조응

해나가려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운영 기조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위원회와 단중독사목위원회34), 빈민사목위원회, 사회교정위원회는 

노인계층이나 중독자, 사회 빈민, 교정시설 재･출소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

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각 계층을 교회가 돌보아야 한다는 종교 본연의 정신

에 입각한 조직으로, 한국 사회에서 천주교가 차지하는 긍정적 역할과 위상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직할교구 분구 방안의 시사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완전 독립된 교구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직할교구는 

조계종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이 당연직 교구장이다. 그러므로 직할교구는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전적으로 총무원에 예속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직할

교구에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총무원의 각 부장이 당연직 상임위원이며, 총무

34) 알콜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사목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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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총무부장이 당연직 직할교구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는 구조다. 또한 직

할교구에 교구종회가 있다고는 하나 역시 총무원장이 당연직 교구종회 의장

이다. 그리고 총무원의 각 부장을 포함하여 말사 주지가 교구종회 구성원이다. 

직할교구는 사실상 별도의 의사결정기구가 없으며 비록 직할교구 사무국이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총무원 총무부의 통제를 받는 산하기구에 불과하다. 직

할교구는 자체적으로 어떤 인사권도 갖고 있지 않다. 결국 총무원이 직할교구

의 모든 전권을 행사하는 의결기구이며 집행기구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포교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은 무리라

고 하겠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운영하고 관리하기 적절한 규모로 중서울지역, 서서

울지역, 동서울지역으로 교구를 삼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3개 지역에는 이를 

각각 총괄하는 지역 담당 교구장 대리35)를 임명하며, 각 산하 지역청은 본당과 

공간을 분리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할교구 분구 방

안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III. 직할교구 분구방안

관할구역이 명확하지 않고 규모도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 직할교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최적화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각 지역의 

특성과 생활권과 역사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구를 재편하여 관할권역을 획정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내용은 직할교구 관할권역을 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1. 교구 권역 획정-지역분할

조계종의 종헌･종법 상에는 모든 교구 관할구역의 지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직할교구도 명확한 관할구역이 정해진 것은 없다. 직할교구

35) 지역 담당 교구장 대리는 교구의 보좌주교나 몬시뇰이 소임을 맡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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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교구의 관할구역에 대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약하나마 

교구관할에 대한 근거를 찾자면,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교구

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에 언급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치한 

직할교구와 제2교구(용주사), 제25교구(봉선사)의 관할구역은 <표 4>와 같다.

<표 4> 수도권 소재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구역36)

교구별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광역시도별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별

직할교구 서울, 인천, 경기
서울, 고양, 광주, 인천, 김포, 부천, 성남, 광명, 과천, 구리, 

하남

제2교구

용주사
서울, 경기

서울, 수원, 화성, 안성, 용인, 평택, 여주, 이천, 시흥, 안양, 

안산, 군포, 의왕, 오산

제25교구

봉선사
서울, 경기

서울, 의정부, 양주, 남양주, 양평, 연천, 파주, 가평, 포천, 

동두천

<표 4>로 볼 때 직할교구 관할지역은 제2교구나 제25교구와 일부 중첩되는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경기도의 서부일부지

역임을 알 수 있다. 직할교구에 대한 관할지역의 종헌･종법적 근거도 없이 직

할교구 분구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 3>과 같이 직할교구 소속사찰은 총 616개소다.37) 

이 가운데 <표 4>에서 나타난 직할교구의 결계 및 포살 관할구역인 서울, 경기 

고양, 광주, 김포, 성남, 광명, 과천, 구리, 하남, 부천, 인천 지역에 소재한 사찰

은 304개소다. 나머지 312개 사찰은 전국에 산재되어있다. 직할교구의 51% 가

량이 결계 관할구역을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할교구 분

구 대상은 결계 관할구역에 위치한 직할교구 소속 사찰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다고 이미 밝혔다. 직할구역 결계 안에 위치한 타 교구 소속사찰은 분구의 대

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6) 대한불교조계종, 앞의 �종법집�, ｢ ｣

37) 본 논문,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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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본사별 소속말사 수가 평균 130개 남짓임을 감안하고 수도권의 인구수

를 고려한다면, 5개 이상의 교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

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직할교구의 결계 구역 내 관할 사찰이 304개

소임을 고려하여 우선 3개 교구로 분구하여 교구 당 말사 수가 100여개 가량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교구를 분구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준은 인구규모, 교

통, 역사적 배경, 환경적 특성, 지역적 밀착성, 생활권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상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나 인구변동

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직할교구는 남북통일을 대비한 조직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획정된 교구의 본사는 지정할만한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갖춘 사찰이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현 직할교구는 서울 강북, 서울 강남, 인천의 세 

교구로 분구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 결론을 반영해 분구된 각 교구

의 영역을 수도권 지도 위에 그리면 다음 <그림 3>의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것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림 3> 직할교구 분구 : 강북･강남･인천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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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직할교구 분구안의 대상인 서울 강북과 서울 강남, 인천 지역에는 조계사

와 봉은사, 전등사라는 한국불교 1,700년의 충분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춘 대

형 사찰이 위치해 있다.

강북교구는 한강북쪽에 위치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

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 은평구, 용산구, 마포구, 경기

도 구리시 지역을 관할로 하며 소속사찰은 조계사를 포함한 131개소다. 본사

는 조계사로 한다. 

조계사는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사찰이며, 조계종의 직영

사찰이다. 1910년 각황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 1915년에 포교와 교육사업

을 위해 31본산 연합사무소를 설치했으며, 1925년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을 설

립한 곳이기도 하다. 1938년 이름을 태고사로 변경하였다. 1955년 불교정화운

동을 전개하면서 조계사로 사찰명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38) 조계사는 

모두가 인정하는 근현대 한국불교 격량의 중심지다.

강북교구 관할구역 및 소속사찰은 다음 <표 5-1>과 같다.

3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검색일자: 2020.7.26.) 참조.

<표 5-1> 강북교구 관할 및 소속사찰(131개소)

지역 사찰수 사찰명/ 본사 조계사

도봉구 14
인수포교원, 자현암, 연수암, 금강암, 원통사, 천축사, 반야정사, 

자은정사, 만성사, 휴휴정사, 공생선원, 대원사, 정혜사, 만월암

강북구 10
보승사, 미아사, 화계사, 운가사, 소림정사, 향운사, 정토사포교

원, 삼성암, 도선사, 선운사

노원구 12
학림사, 용굴암, 학룡사, 실상사, 약사암, 영천선원, 법륜왕사포

교원, 관음선원, 포현사, 학도암, 무아선원, 도안사

성북구 28

적조사, 삼선포교원, 청룡암, 보현사, 미타사, 보문사, 정각사, 수

월암, 성라암, 칠보사, 팔정사, 개운사, 봉국사, 보현사, 경국사, 경

불사, 청암사, 대성사, 정인사, 원각사, 삼정사, 청연암, 보림사, 영

취사, 삼봉사, 백련사, 행복선원, 삼원사

중랑구 4 극락사, 용주사, 법장사, 보현정사

동대문 5 영산선원, 청량사, 자선암, 연화사, 백선사포교원

성동구 2 미타사, 청연사

광진구 4 불이정사, 죽림정사, 영화사, 보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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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교구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

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소속사찰은 봉은사를 포함하여 93개소다. 본사는 봉은사

로 한다.

봉은사는 현재 조계종의 직영사찰이다. 신라시대 794년(원성왕 10)에 연회

국사(緣會國師)가 창건하여 견성사(見性寺)라 하였다. 1498년(연산군 4)에 정현

왕후(貞顯王后)가 성종의 능인 선릉(宣陵)의 능찰로 능의 동편에 있던 이 절을 

크게 중창하고, 절 이름을 봉은사라고 개칭하였다. 1551년(명종 6) 봉은사를 

선종(禪宗)의 수사찰(首寺刹)로, 광릉의 봉선사(奉先寺)는 교종의 수사찰로 삼

았으며, 허응당 보우(普雨)를 주지로 삼아 불교를 중흥하는 중심도량이 되게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31본산의 하나인 ‘선종갑찰 대본산 봉은사’의 사격을 

가진바 있다.39) 현재도 서울 강남의 명실상부한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사찰이다.

강남교구 관할구역 및 소속사찰은 다음 <표 5-2>와 같다.

39) http://www.bongeunsa.org (검색일자: 2020.7.26.) 참조.

<표 5-1> 강북교구 관할 및 소속사찰(131개소)

지역 사찰수 사찰명/ 본사 조계사

종로구 24

관음사, 혜림정사, 문수사, 봉정암, 승가사, 송림사, 대각사, 선다

암, 성불사, 수미정사, 청룡사, 불국사, 석굴암, 고담선원, 법륜사, 

안양암, 묘각사, 반야사, 혜광사, 보각사, 소림사, 조계사, 심택사, 

원각사

서대문 12
봉원사, 금륜사, 석가사, 수효사, 수효정사포교원, 현성정사, 영

은사, 백련사, 정수사, 옥천암, 비로자나국제선원, 환희사

중구 4 통담선원, 행불선원, 충정사, 동국대 서울정각원 

은평구 14
해동선원, 송천사, 성불사, 관심사, 법성사, 연화사, 백화사, 진관

사, 삼천사, 동광사, 사현사, 수국사, 정수사, 청담사

용산구 3 선재선원, 고불사, 초의명상선원

마포구 3 석불사, 혜은정사포교원, 성림사

구리시 2 관음정사, 정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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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강남교구 관할 및 소속사찰(93개소)

지역 사찰수 사찰명/ 본사 봉은사

강서구 9
약사사, 미타사, 반야정사, 법성사, 자비선원, 개화사, 해인선

원, 성심사, 백구사

양천구 5 보은사, 관음사, 국제선센터, 향림사, 반야사

구로구 6
연화정토사, 관음포교원, 관음사, 다보사, 보현정사포교원, 

불이선원

영등포구 4 자운사, 선원사, 무애원, 여의도포교원

금천구 3 세광사, 보현사, 호압사

동작구 9
보문사, 호국지장사, 정혜사, 사자암, 보문사, 상도선원, 봉황

사, 감로암, 달마사

관악구 8
관음사, 도인사, 참나선원, 관음정사, 약수사, 보련암, 성주암, 

자운암

서초구 7 소림사, 광명선원, 무상사, 양지암, 자룡사, 보리정사, 상원사

강남구 6
참불선원, 국제선원, 봉은사,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불국

사, 금강선원

송파구 2 광림사, 법융사

강동구 9
금화사, 마하연, 광불사, 보성사, 감로사, 정향사, 성관사, 성암

포교원, 감탄사포교원

광주시 9
곤지정사, 명성암, 수도사, 백련암(1), 성불사, 백련암(2), 망월

사, 장경사, 극락사

성남시 11
불정사, 영운정사, 지장선원, 호국사, 계룡사, 망경암, 봉국사, 

대원사, 원적정사, 동광사, 홍법사

광명시 4 선정사, 서광사, 연주암, 관악사

하남시 1 통일정사

인천교구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소속사찰은 전등사를 포함하여 70개소다. 본사는 전등사

로 한다.

전등사는 고구려시대 381년(소수림왕 11) 아도화상(阿道和尙)이 창건하여 

진종사(眞宗寺)라고 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불교 31본산(本山)의 하나

인 ‘선교양종 대본산 전등사로 지정되었다. 강화･개성 등 6개 군에 소재하는 

34사찰을 관리하기도 하였다.40) 현재도 인천 및 김포, 강화 등의 경기 서부지

역의 중심사찰이다.

인천교구 관할구역 및 소속사찰은 다음 <표 5-3> 과 같다.

40) 한국학중앙연구원, 앞의 사전 (검색일자: 2020.7.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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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인천교구 관할 및 소속사찰(70개소)

지역 사찰수 사찰명/ 본사 전등사

인천시 16

진운사, 수미정사, 향덕사, 해인정사, 인천불교회관, 능해정사, 자

비선원, 보각사, 경림사, 법융사, 봉경사, 용궁사, 정법사, 영산정사, 

관음사, 법명사

옹진군 2 몽운사, 통일사

강화군 13
청련사, 법왕사, 용해사, 청수암, 화개사, 전등사, 적석사, 보문사, 미

법사, 황련사, 선원사, 백련사, 정수사

김포시 5 용화사, 문수사, 금정사, 광은사, 금강사

부천시 10
보광사, 봉천사, 소림사, 흥천사, 보성사, 대륜사, 보현사, 백련사, 보

륜사, 석왕사

고양시 24

기쁨정사, 용화사, 광덕사, 미타사, 염불사, 보현사, 법화사, 봉덕사, 

부황사, 봉성암, 원효암, 중흥사, 노적사, 상운사, 국녕사, 보리사, 호

각사, 연덕암, 금륜사, 흥국사, 영천사, 법계사, 금어사, 금강사

현 직할교구를 세 개의 교구로 나누게 되면, <그림 3>에 나타나듯이 서울 강

북과 경기 구리를 포괄하는 강북 교구, 그리고 서울 강남과 경기 광명, 과천, 성

남, 광주, 하남을 아우르는 강남 교구, 또 인천･고양･강화･옹진 및 주변 군도, 

경기 김포, 부천을 합한 인천 교구로 각 영역을 재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종

단의 직영사찰인 조계사와 봉은사는 총무원이 본사의 기능을 위임해주면 언

제라도 본사의 기능이 가능하다. 전등사도 직할교구 관할 사찰 인만큼 총무원

이 본사의 기능을 위임하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총무

원을 위시하여 종단 구성원들의 결단의 문제다.

다만 직할교구 획정과 분구 방안에서 분구된 강북･강남･인천 교구의 위상 

문제이다. 만약 이들 세 교구에 전국 24개 교구와 동일한 권한과 지위가 부여

된다면 이는 새로운 교구와 본사의 신설이다. 이럴 경우 권한의 배분과 신설교

구와 본사를 새롭게 지정해 소속 말사를 배치하는 사안을 두고 종단 내에 큰 

논란과 반발이 생겨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종헌과 종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강북･강남･인천 교구를 직할

교구의 하위조직 개념으로 정의할 시 해결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서울과 경기 일부, 인천에 이르는 단일 교구인 직할교구를 세 곳으로 나

누어 관할한다는 것은 종단 교구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할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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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시 정리하면 직할교구 전역을 총괄하는 주체는 상징적으로 총무원장이 

되고, 서울 강북과 강남, 인천 강화에 위치한 조계사와 봉은사, 전등사는 교구

본사의 권한을 총무원으로부터 위임받아 각각 강북교구와 강남교구, 인천교

구를 실질적으로 관할할 수 있다. 이러한 분구안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지역 

구분 방식41)과 유사한 것이다. 직할교구 교구장은 현재와 같이 총무원장이 맡

고, 강북･강남･인천 교구의 실질적 본사 역할을 하는 조계사와 봉은사, 전등사

의 주지가 교구장대리로서 실질적인 교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세 

개의 하위 교구에서 이루어지는 종무 전반을 총무원이 아닌 이들 본사대리 사

찰에 설치된 교구행정 전담 사무처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다.

2. 교구 행정조직 체계

직할교구를 세 교구로 분구하고 각 교구마다 본사대리급 사찰을 지정하여 

관할권을 위임하는 아래 <그림 4>와 같은 형태의 교구 조직체계 상에서는 독

립된 단위기구인 총무원(장)과 교구본사대리 사찰, 말사가 수직적 관계구조 

위에 놓이게 된다. 직할교구와 직할교구본사대리의 각 행정조직기구들의 위

상과 권한을 갖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1) 교구장(총무원장)

직할교구는 어디까지나 총무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구인 만큼, 총무원의 

수장인 총무원장이 직할교구 행정조직체계 상의 상징적인 교구장이 된다. 교

구장은 직할교구를 통합관리 하지만 사실상 교구장 대리에게 실질적인 권한

을 위임한다. 직할교구장은 본사대리 교구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말사 주

지는 본사대리 교구장(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아 교구장인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41) 본 논문 <그림 1>,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할도, p.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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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구장대리(본사주지대리)

직할교구 분구로 나뉜 강북･강남･인천 세 교구에 위치한 대형 사찰인 조계

사와 봉은사, 전등사는 교구본사의 역할을 대행하는 본사대리 사찰로 지정해 

각 교구를 전담하는 실질적인 본사의 역할을 한다. 이들 교구장대리는 교구장

인 총무원장에게 말사주지 추천권을 가지고 교구장으로부터 실질적인 권한

을 위임받아 지역교구 소속 말사에 대한 독자적인 종무행정력을 갖춘 사실상

의 본사교구장이 된다. 교구 행정에 관련된 총괄 사무는 본사대리 사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본사대리 사찰의 주지는 총무원장과의 관계는 교구장대리

의 지위를 갖는다.

교구본사대리 사찰이 가지는 관할권은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찰 종무소와 

별개의 교구 전담 사무 행정기관인 교구사무처를 신설하여야 한다. 지역교구 

특성에 맞게 필요한 교구사무처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총무국, 재

정관리국, 신도교육국, 사회복지국, 청소년청년국, 시민사회연대국 등의 필요

한 조직에 전담할 고정 인력을 두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종무행정의 효율성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의제의 수용에 맞게 다양한 사회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 환경, 노동, 통일･평화 등 지역사회의 분야별 제반 의제를 맡아 처리하게 

될 이들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운영되며, 지역사회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이 상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3) 말사

직할교구 조직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말사는 강남･강북･인천 

교구를 관리하는 교구본사대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교구장, 다시 말해 총무

원장의 관할을 받는다. 이들 말사는 교구조직의 구성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단

위기구지만 지역 현실에 들어가 주민과 접촉하며 실제로 신행지도와 교화 및  

포교의 중심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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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할교구 행정조직구조

이상에서 살펴본 교구 행정조직 단위기구들 사이의 위계 구조에 관한 내용

을 이해하기 쉽게 조직도로 단순화시키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조계종 직할교구 조직도

3. 교구 종회 활성화

교구종회는 교구장과 수직 또는 예속 관계를 이루지 않고 독립적인 대의기

구의 역할을 한다. 이는 교구종회 활성화 방안의 핵심을 반영한 것이다. 

1)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

｢종헌｣ 제85조 제2항과 ｢교구종회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교구종회가 본사 

주지와 부주지, 본사 각 국장, 말사 주지와 직선으로 선출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종헌 제85조 제3항과 ｢교구종회법｣ 제6조 제1항

은 본사 주지가 교구종회의 의장을 맡는다고 규정한다.42) 이와같이 당연직으

42) 대한불교조계종, 앞의 �종법집�, ｢종헌｣ 제 17 장 교구

제 85 조 ② 교구종회는 본말사 주지와 본사 부주지 및 각 국장과 직선으로 선출한 10인의 의원으

로 구성한다. 다만,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제외한다.

③ 의장은 본사주지로 하고, 부의장은 교구종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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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여받게 되는 교구종회 구성방식은 교구종회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교구종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하

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구 대의기관으로서 교구종회가 가지는 

성격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본･말사 직무에 의한 당연직 교구종회의원의 수를 

없애거나 대폭 줄이고, 직선을 거쳐 뽑힌 의원이 구성원 대다수를 점하는 쪽으

로 교구종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구종회 의장 

역시 본사 주지가 당연직으로 맡는 현행 법령을 개정, 교구종회의원 중 별도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행정권, 즉 본사 주지를 위시한 교역직 종무원으로

부터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본래의 견제와 감시 권한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심의 의결 권한의 확대

현 ｢교구종회법｣ 제11조는 교구종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총무원장 선

거인 선출, 교구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교구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 총 10개 항목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교구장인 본사주지가 당연직으로 

교구종회 의장이 되는 구조는 대중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교구종회도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교구종

회의 역할이 보장되도록 중앙종회업무와 유사한 교구 대의기구의 역할이 보

장되도록 해야 한다. 교구 규칙제정 및 개정, 예산･결산 승인, 교구본사 및 말

사 소유재산 처분 동의, 교구본사 및 말사 각급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 본사 부

주지 임명 동의, 본사 산하 기관장 불신임 결의 등을 ｢교구종회법｣에 반영되도

록 해야 한다.

｢교구종회법｣

제 2 조 (구성) ① 교구종회는 본사주지, 부주지, 본사 각 국장, 말사주지와 직선으로 선출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 (의장의 직무) ①교구종회의 의장은 교구본사의 주지가 당연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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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교구 사찰 옵서버제도 도입

직할교구 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 등지에 자리한 타 교구 소속 사찰의 주지

나 조계종의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43) 산하법

인의 소속사찰인 대각회나 선학원 등의 사찰주지에게 직할교구종회나 본말

사 주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권리, 일명 옵서버의 자격을 부여하여 교구종회

를 동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찰들이 교구 관할에 상관없이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지역 단위 소통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제

도의 도입은 교구종회 구성원 수 확대와 참여율 증가를 꾀할 대책임은 물론 교

구와 국가행정체계의 불일치 상태에서 이를 극복하기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4. 교구 전담 사무처의 독립성 확보 

현행 교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사가 위치한 사찰 업무와 교구 사무가 명

확히 분화되지 못하고 뒤섞여 처리되는 현 상태가 교구 사무의 종속, 혹은 교

구 행정 부재에 일조하여 왔다.

그러므로 교구본사, 또한 교구본사대리와 교구조직 단위기구의 교구 행정

사무를 전담할 사무처는 기존의 사찰 종무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

인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 교구사무처는 본사 사찰종무소와 공간분리와 업무

분리, 인력분리가 이뤄져야한다. 

본 연구 논의 범위가 직할교구에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여기서는 사찰 종무

소로부터의 분리만이 아닌 총무원으로부터의 업무분리도 명확해야 한다. 총

무원장이 교구장의 지위에서 총괄하는 직할교구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실질

적인 교구사무처 업무의 독립이 교구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43) 대한불교조계종, 앞의 �종법집�,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정의) 5항 사찰보유법인, 

6항 사찰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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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끝맺음하며

본 연구는 조계종 직할교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도권의 붕괴된 포교시스

템의 구축을 제도와 조직의 정비라는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물론 수도권 포교

의 활성화가 단지 직할교구만 정비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한국불교를 

전반적 차원에서 진단하고 이에 따라 정비해야 제대로 포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조계종의 구성원들의 많은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

는 문제다. 결국 각 교구와 소속사암, 그리고 종헌･종법기구간의 첨예한 논란

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불가피하게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

안으로 서울과 경기일부, 인천 지역에 위치한 직할교구 사찰만을 대상으로 살

펴본 한계가 있는 연구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웃종교의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살펴보는 것은 많

은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분석하여 이를 직할교구의 조직과 운영에 참고하였다. 서울대교구는 조계종 

직할교구와 외형상 흡사한 교구조직을 갖고 있으며, 규모도 비슷하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중서울지역, 서서울지역, 동서울지역으로 삼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조계종의 직할교구의 분할과 조직 및 운

영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주었다. 이를 참고하여 직할교구 분구방안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할교구의 관할구역은 서울 강북과 강남, 인천의 세 교구로 분구한

다. 분구된 각 교구에 위치한 조계사, 봉은사, 전등사에 총무원의 직할교구 관

할권을 위임하여 실질적인 교구본사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직할교구 교구장

은 현행과 같이 총무원장이 수행하되 분구된 서울 강북교구, 서울 강남교구, 

인천 교구에 위치한 조계사, 봉은사, 전등사는 교구본사 대리의 지위에서 종무

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구 종회의 실질적 역할이다. 교구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구

종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행정권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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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의 규칙 제정, 예결산 심의, 교구 소유재산 처분 동의, 교구 본･말사 및 산

하시설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부교구장의 선출권을 부여한다. 또한 직할교

구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타 교구 소속 사찰이나 조계종의 ｢법인관리 및 지원

에 관한법｣에서 규정한 법인 산하 사찰도 해당지역 교구종회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을 주어 교구종회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교구 전담 사무처의 독립성 확보다.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업무의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교구본사가 위치한 사찰 종무소로부터의 업무와 공

간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교구 종무의 분장은 교구의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

와 소통에 관련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

하다. 그렇게 할 때 조직은 유연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효과를 거두고 지역실정

에 맞는 포교를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실현하기에 적합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수도권 포교활성화를 위한 직할교구 분구 방안을 논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감안하다보니 답답한 한계를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 다루

지 않았지만 장기적 과제로서 조계종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조계종 발전과 

포교활성화를 위한 교구 재편의 근본적인 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무원 중심제를 탈피하여 교구자치중심제로 지양해야 한다. 총무원

은 해체하고 교구본사 연합회 형식으로 조계종을 재편해야 한다. 다만 조계종

의 정체성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능은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

소한 승가교육이나 수계는 통일적으로 시행하고, 대외적인 대표성은 교구본

사 연합회장이 갖는다.

둘째, 국가 행정구역과 일치되도록 교구를 재편하여야 한다.

셋째,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흡사한 사설사암제도의 존치여부를 공론화하

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직할교구 분구안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양한 논의 가운데 하나가 될 수는 있다. 장차 제시된 안을 뛰

어넘는 우월한 대안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학계나 

불교계와 조계종에 직할교구 분구를 통하여 포교의 활성화에 작은 기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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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를 계기로 조계종의 1,700년 역사를 토대삼아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꾸준한 탐구와 모색의 과정이 불교계와 조계종에 이어지기를 바란

다. 좋은 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계종의 구성원들, 특히 지도자들의 결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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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initiated with the aim to seriously recognize propagation statu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suggest ways to overcome it. In particular, I tried to find a 

proper division method for Seoul metropolitan district (gyogu)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that the region is facing now. At present, Buddhism is 

pushed out of the mainstream religion in our country. The 2015 Total Population 

and Housing Survey shows the situation well. According to the category of 

religious population, the number of Buddhists is less than half that of Protestants 

and is similar to that of Catholics. Therefore, efforts are urgently needed to 

recognize and overcome the current reality. In this thesi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system of the Catholic  Archdiocese of Seoul, which has a history of more 

than 100 years, were referred to for dividing the Seoul metropolitan  district of 

Jogye Order. Through this study, Seoul metropolitan district of Jogye Order is  

divided into three areas: Gangbuk district, Gangnam district  and Incheon district, 

with Jogyesa, Bongeunsa and Jeondeungsa as a head temple for each respectively. 

This study also suggest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operate each district free 

from the control of a centralized administrative body above. I hope that this 

proposal will create a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way for Buddhism propagation 

in the future.

Abstract

A Study on the Area Division Method of Seoul Metropolitan 

District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Mun, Sun Hye (Ven. Toehyu)
Visiting Professor

Joong-ang Sangha Univ.



128   불교학연구 제64호

Keywords 

President of Jogye Order, Seoul Metropolitan District, Gangbuk District, Gangnam District, 

Incheon District, Acting Chief of District, The District Council

2020년 05월 13일 투고

2020년 09월 07일 심사완료

2020년 09월 18일 게재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