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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대불교사에서 조계종은 종정과 총무원장 중심의 중앙집권으로 인한 쓰라린 

분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발판으로, 1994년 개혁종단

은 인사권의 교구이양, 교구종회의 신설 등 교구분권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까지도 여전한 중앙집권적 제도와 운영, 그리고 의식으로 인하여 교구자치는 정착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제도, 운영, 의식의 측면에서 각각의 저해요인과 개선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우선 교구자치의 저해요인을 살펴보면, 제도 측면에서는 교구의 주요 인사

와 재정을 총무원장의 임명과 승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계종의 중앙집권적 제반 

법령이 해당된다. 운영 측면에서는 본사주지에게 집중되어 있는 교구내 권력 불균

형과 교구본사간 현격한 사세(寺勢)의 차이로 인한 교구간 성장 불균형을 들 수 있

다. 의식 측면에서는 총무원장과 본사주지를 중심으로 한 교구자치에 대한 중앙과 

교구의 무관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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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구자치의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제도 측면에서는 <교구자치법>을 

제정 후 이를 모법(母法)으로 삼아서, 교구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단의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첫째, 본사주지의 영향력으로부터 교구

종회를 독립시켜 교구행정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교구의 

운영에 신도의 참여를 보장하여 승가의 전유(專有)로 인한 교구행정의 불투명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셋째, 50여 년 전 획정된 현행 25교구체제를 재획정하거나 분구(分

區)하여 사회와 종단의 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식 측면에서는 

자신의 종단 권력을 나누어주어야 하는 총무원장의 의지와 이를 받고자 하는 교구

의 의지가 모두 강력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주제어

교구자치, 교구분권, 조계종, 총무원, 본사(本寺), 교구분구(敎區分區), 종무행정

I. 서언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한국사회는 민주화 열기 속에서 자치단체

장 및 의원 등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

다. 이와 같은 사회의 민주와 자치에 대한 열망은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

종)으로도 이어져 종단은 개혁 열풍에 휩싸이게 된다. 당시 즉, 1994년의 종단

개혁은 흔히 개혁불사(改革佛事)로 불리는데, 그 핵심은 교구분권 내지 교구자

치였다. 조계종의 개혁회의는 종단의 불안정과 파화합이 총무원장의 권한 과

대로 인한 각종 병폐에서 야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총무원장에게 집중된 권한

을 교구로 이양하고자 하였다. 즉, 종단권력체제를 중앙에서 교구로 분산하여 

교구자치를 시행하고자 한 것이다. 산중총회의 본사주지 선출권과 본사주지

의 말사주지 품신권, 지방의회격인 교구종회의 설치, 재가신도의 참여를 위한 

사찰운영위원회 등은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계종의 교구분권 시도에도 불구하고 개혁회의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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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교구자치가 정착되었는지는 미지수이다. 20여년이 경과한 현재, 조계종

은 여전히 총무원장 중심제의 종단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교구의 민

주성과 자율성 그리고 독창성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구자치에 있

어서 아직까지 중앙행정의 의식과 관행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조계종에서 교구자치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부정확한 상태에

서 교구제, 교구분권, 교구중심과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교구자치를 ‘각 교구의 종도들이 교구단체를 구성하

여 중앙종단의 일정한 감독 아래서, 그 교구의 공동문제 또는 공동사무를 교구

단체의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1) 

즉 교구제는 교구를 단위로 하는 운영 제도에, 교구분권은 중앙종단 권한의 교

구 이양에, 교구중심은 중앙종단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교구의 종단 내 지위 및 

역할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교구자치는 교구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교구자치는 왜 필요한가. 교구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과 교

구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중앙의 입장에서는 교구로의 사무 이양

과 위임을 통하여 중앙에 집중된 과도한 행정 책임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

며, 교구의 입장에서는 교구의 일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의 행정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구자치가 종도(宗徒)의 참여를 제고함

으로써 종단의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본고는 조계종의 교구자치에 대한 저해요인을 분석하

고 그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구자치의 저해요인과 그 개선과제는 제

도와 운영과 의식의 측면에서 제시될 것이다. 제도는 교구자치와 관련된 조계

종의 종헌 ․ 종법을, 운영은 본사주지와 교구종회간 견제와 균형 및 교구별 사

세(寺勢)를, 의식은 교구의 자치 및 분권에 대한 중앙과 교구의 의지와 관심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와 운영과 의식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며 상호간에 

1) 김흥래의 지방자치 개념을 원용하여 교구자치를 정의하였음을 밝혀둔다.; 김흥래, ｢지방분권과 

지방발전｣, �관훈저널� 제86호(서울: 관훈클럽, 2003),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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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해요인의 도출과 개선과제의 제시는 객관성을 기반으로 한 보편

타당성이 요구되는 바, 본고는 그 동안 조계종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교구자치, 

교구분권, 교구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 조

계종은 종단개혁 20주년을 맞이하여 개혁종단에 대한 평가를 위해 <94년 개혁

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세미나를 시행하였

다. 그 과정에서 당시 개혁의 주요 결과였던 교구자치와 교구분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자료집으로는, �94년도 종단 개혁의 의미와 성과�, �개혁

불사 20년, 무엇이 변화했는가�, �종단 개혁불사의 과제와 전망�등이 있다. 이

외 조계종의 종책연구기관인 불교사회연구소도 2010년에 �조계종 교구활성

화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연구소는 2015년에 �바람직한 교

구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 후 이를 기반으로 <사부

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사찰과 지역공동체,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불교 활

성화 방안’을 의제로 지역공동체로서 사찰과 교구의 역할, 교구 운영 방안 등

을 논의하였다. 

교구자치와 관련한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조계종 총무원측이 주관하여 진

행한 연구들로 자칫 객관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하여, 

조계종단 내 비판세력측이 주관한 포럼과 심포지엄의 자료집인 �종단개혁 20

주년, 한국불교진단과 미래전망, ‘94개혁정신으로 종단의 현재를 본다�와 �종

단개혁 20주년, 한국불교진단과 미래전망, 한국불교 미래전략 심포지움 ‘미래 

20년의 희망찾기�를 병행 검토하여 교구자치 저해요인의 객관성과 보편타당

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외 교구제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寺刹令>과 <寺刹令 施行規則> 

그리고 현행 <大韓佛敎曹溪宗 宗憲>뿐만 아니라 현 종헌의 모법(母法)이 되는 

<朝鮮佛敎敎憲>, <朝鮮佛敎曹溪宗總本山太古寺法>, <朝鮮佛敎禪宗宗憲>, <佛敎曹

溪宗憲>, <大韓佛敎曹溪宗 宗憲> 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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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구제의 변천 및 교구의 현황

1. 교구제의 변천

대부분의 불교학자들은 조계종 교구제의 연원이 일제 강점기의 <사찰령>

에 있음에 동의한다.2) 현행 조계종단의 교구와 본 ․ 말사 체계가 <사찰령>과 

그 시행규칙에 의해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1911년 6월 3일 <사찰령>을 

제정 ․ 반포하고 그 해 7월 8일 <사찰령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특히 <사찰

령 시행규칙> 제2조에는 30개 사찰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들 사찰이 30본산이

며 이외의 사찰은 각 본산에 소속된 말사로 지정하였다.3) 이들 본산이 현재 본

사의 사격(寺格)을 가진 사찰들이다.

사찰령 시행규칙 제2조 아래에 揭하는 사찰주지의 就職에 대하여는 

조선총독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受함이 가함.

경기도 광주군 봉은사 수원시 용주사

양주군 봉선사 강화군 전등사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 

충청남도 공주군 마곡사 

전라북도 전주군 위봉사 금산군 보석사

전라남도 해남군 대흥사 장성군 백양사

순천군 송광사 순천군 선암사

경상북도 대구府 동화사 영천군 은해사

의성군 고운사 문경군 김용사

장기군 기림사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양산군 통도사

부산府 범어사 

황해도 신천군 패엽사 황주군 성불사

2) 하지만 김응철은 조계종 종책모임인 삼화도량이 주관한 제1차 종책토론회의 발표문 <조계종 종

책방향과 과제>에서 교구제의 연원이 일제강점기 이전인 1899년 대한제국시대에 조선왕조가 불

교계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한 조선불교총종무소에 있음을 주장한다.

3) 조기룡, ｢조계종 종무행정 제도 변천 고찰｣, �불교평론� 통권7호(서울: 불교시대사, 2001),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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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남도 평양府 영명사 순안군 법흥사

평안북도 영변군 보현사 

강원도 간성군 건봉사 고성군 유점사

평창군 월정사

함경남도 안변군 석왕사 함흥군 귀주사

전항 이외의 사찰주지의 就職에 대하여는 지방장관에게 신청하여 인가

를 受함이 可함.

일제는 이후 1924년 11월 20일 <사찰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라남도 구

례군 화엄사를 추가로 포함하여 31본산을 성립시켰다. 이후 불교계는 1941년 

4월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태고사법>을 제정하여 ‘사격을 총본사 ․ 본사 ․ 말

사의 3종(제7조)’으로 하고 ‘태고사(현 조계사)를 총본사로 지정(제8조)’하였

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한 불교계는 불교혁신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구제 문제였다. 교정(敎政) 기구의 개혁을 논의하면서 일제

가 제정한 <사찰령>을 부정하고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태고사법>과 31본산

제를 폐지하였다.4) 그리고 그 대안으로 <조선불교교헌>을 제정하고, 이전 본

산체제를 각 도에 교구 교무원을 설치하여 각 도 교정의 중심으로 삼도록 하는 

도별 교구제로 전환하였다.

朝鮮佛敎敎憲 第26條 中央總務院은 서울市內에 置함

第45條 本敎團은 地方敎政上其完全을 圖하기爲하야 敎

區制를 左와如히定함

京畿敎區 

但 서울市太古寺는 中央總務院의 直屬寺刹로定함

忠南敎區 忠北敎區 黃海敎區 江原敎區 全南敎區 

全北敎區 慶南敎區 慶北敎區 平南敎區 平北敎區

咸南敎區 咸北敎區

右以外必要에依하여 別敎區를置함을得함

4) 동국대학교 석림회, �한국불교현대사�(서울: 시공사, 1997), 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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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울의 중앙총무원과 13교구의 체제를 형성한 것이다. 이 도별 교구제

는 불교정화운동의 과정을 거쳐 비구와 대처의 통합종단까지 유지되는데, 이

후 불교재건비상종회는 통합종단의 종명을 현재의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정하

는 한편 도별 교구제를 폐지하고 오늘날의 교구제인 25교구본사제를 제정한다.

당시 지정된 교구본사는 1교구본사 총무원 직할, 2교구본사 용주사(경기

도), 3교구본사 건봉사(강원도), 4교구본사 월정사(강원도), 5교구본사 법주사

(충북), 6교구본사 마곡사(충남), 7교구본사 수덕사(충남), 8교구본사 직지사

(경북), 9교구본사 동화사(경북), 10교구본사 은해사(경북), 11교구본사 불국

사(경북), 12교구본사 해인사(경북), 13교구본사 쌍계사(경남), 14교구본사 범

어사(경남), 15교구본사 통도사(경남), 16교구본사 고운사(경북), 17교구본사 

금산사(전북), 18교구본사 백양사(전남), 19교구본사 화엄사(전남), 20교구본

사 선암사(전남), 21교구본사 송광사(전남), 22교구본사 대흥사(전남), 23교구

본사 관음사(제주), 24교구본사 선운사(전북), 25교구본사 봉선사(경기)이다.5)

이 25교구본사의 공식지정 전에 비구측은 이미 1959년 각도의 교무원을 해

체하고 전국에 24개 수사찰(首寺刹)을 두었는데, 이것을 통합종단의 종헌에서 

교구본사로 확정지었다.6) 현재의 조계종은 3교구본사를 건봉사에서 신흥사

로 변경하고, 특별교구인 군종교구와 (미국동부)해외교구를 각각 1곳씩 신규

로 지정한 것 이외에는 통합종단 출범시의 25교구본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

고 있다.

2. 교구의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2011년 기준으로 265개의 

불교종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7) 불교계에서는 이중 대한불교조계

5) 본고의 25교구본사 명단은 불기 2506(1962)년 3월 22일 제정, 25일 공포된 통합종단의 종헌이자 

현 대한불교조계종의 최초 종헌 판본인 <大韓佛敎曹溪宗 宗憲>의 말미에 수록된 조계종의 전국사

찰명단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재건비상종회(의장 이행원)가 제정 ․ 공포한 

이 종헌은 총6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전문(前文)과 116조에 이르는 조문이 18면에 걸쳐서 

그리고 전국사찰명단이 42면에 걸쳐서 기술되어 있다.

6) ｢인물로 보는 현대불교 30년, 행정(上)｣, �불교신문�, 198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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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한국불교태고종(이하 태고종), 대한불교천태종(이하 천태종), 대한불교진

각종(이하 진각종)을 흔히 4대 종단이라고 지칭한다. 

기술하였듯이 2016년 현재, 조계종은 25개 지역교구와8) 2개의 특별교구(군

종교구, 해외교구)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교구별로 교구의 종무를 관장하고, 해

당 관할의 사찰을 지휘 감독하는 본사를 두고 있으며, 그 대표권자를 본사주지

로 지정하고 있다. 태고종은 27개 지역교구와 1개의 해외교구로 구성되어 있

다. 각 교구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교구종무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표권자

를 교구종무원장이라 칭한다. 천태종은 총본산인 구인사의 산하에 모든 사찰

이 말사로 소속되어 있으며, 교구 단위의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

의 대표사찰을 중심으로 지회들이 조직되어 있으나 지회의 결성과 그 가입이 

임의적이기에 조계종의 교구와는 개념을 달리한다. 진각종은 서울교구, 대구

교구, 부산교구, 대전교구, 전라교구, 경주교구, 포항교구 등 7개의 교구로 획

정되어 있으며, 각 교구에 심인당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교구청이 설치된 

심인당이 교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교구의 대표 심인당이 조계종의 본사에 

해당하며, 그 대표권자를 교구청장이라 칭한다.

즉, 한국불교의 소위 4대 종단 중 천태종을 제외한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이 

교구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들 가운데 종단 규모가 최대인 

조계종의 교구 체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조계종의 교구별 사찰 수, 승

려 수, 그리고 세입 ․ 세출예산의 현황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먼저 교구별 사찰 수를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조계종은 총 3,269개의 사찰

을 가지고 있다. 그중 특별교구가 아닌 24곳의 지역교구 중 직할교구가 절대다

수인 620개의 사찰을 가지고 있으며, 14교구(범어사)와 15교구(통도사)가 200

개 이상의 사찰을 가지고 있다. 이외 7곳의 교구가 각각 100-199개의 사찰을 가

지고 있으며, 나머지 14곳의 교구는 100개 이하의 사찰을 가지고 있다.

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p.23.

8) 현재 조계종은 교구를 외형상 25개로 지정하고 있으나, 제20교구의 본사인 선암사가 태고종과의 

소유권 분쟁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실질적 관리와 운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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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계종 교구별 사찰 수(2014년 현재)* (단위: 곳)

구분 사찰 수 구분 사찰 수 구분 사찰 수

직할교구 620 11교구 102 21교구 93

2교구 113 12교구 194 22교구 69

3교구 53 13교구 70 23교구 48

4교구 79 14교구 236 24교구 68

5교구 108 15교구 200 25교구 98

6교구 138 16교구 69 군종특별교구 137

7교구 85 17교구 105 해외특별교구 3

8교구 87 18교구 70 대각회 146

9교구 161 19교구 62
총계 3,269

10교구 55 20교구** -

자료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제공

* 사찰 수는 공찰, 사설사암, 산내암자, 군사찰, 포교소 등을 포함함

** 20교구(선암사)는 태고종과 소유권 분쟁에 있음

교구별 승려 수에 있어서는, 2014년 현재 조계종에는 총 12,839명의 승려가 

소속되어 있다. 지역교구 중 직할교구에 절대다수인 3,118명이, 12교구(해인

사)에 1,511명이, 그리고 15교구(통도사)에 1,169명이 소속되어 있다. 이외 

799-600명인 교구가 3곳, 599-400명인 교구가 3곳, 399-200명인 교구가 8곳, 

199-85명인 교구가 7곳이었다.

<표 2> 조계종 교구별 승려 수(2014년 현재)* (단위: 명)

구분 승려 수 구분 승려 수 구분 승려 수

직할교구 3,118 10교구 234 19교구 275

2교구 472 11교구 250 21교구 463

3교구 138 12교구 1,511 22교구 113

4교구 285 13교구 158 23교구 85

5교구 515 14교구 770 24교구 176

6교구 347 15교구 1,169 25교구 313

7교구 695 16교구 134 군종특별교구 131

8교구 331 17교구 191
총계 12,839

9교구 648 18교구 317

자료: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제공

* 승려 수는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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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계종의 교구재정을 살펴보면, 연간 총교구의 일반회계 세출은 1

천억 원 이상으로 세출예산은 100,995,696,947원이며, 세출결산은 116,096,194,299

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 ․결산에 있어서 직영사찰 4곳(조계사, 봉은사, 보문사, 

선본사)의 총세출예산은 35,746,792,000원이고, 총세출결산은 38,959,237,732원

이며, 지역교구 23곳의 총세출예산은 65,248,904,947원이고, 총세출결산은 

77,136,956,567원이다. 

직영사찰과 지역교구 중 세출결산이 가장 많은 곳은 직영인 조계사로 

14,726,470,011원이었으며, 지역교구 중에서는 12,971,322,408원인 11교구(불

국사)가 가장 많다. 그리고 이외 지역교구 중 70억 원대의 세출결산을 보인 교

구는 1곳, 50억 원대는 3곳, 40억 원대는 1곳, 30억 원대는 4곳, 20억 원대는 5곳, 

10억 원대는 6곳, 10억 원 미만은 2곳이었다. 

<표 3> 조계종 교구별 일반회계 세출예 ․결산(2014년 현재) (단위: 원)

구분 세출예산 세출결산 구분 세출예산 세출결산

2교구 3,256,000,000 3,430,075,299 17교구 1,274,945,000 1,625,257,554

3교구 4,041,600,000 5,597,391,206 18교구 1,341,147,228 2,559,479,422

4교구 2,878,200,000 3,328,335,713 19교구 1,619,360,000 1,987,810,503

5교구 2,840,950,000 3,821,782,921 21교구 2,596,174,000 2,889,768,898

6교구 1,118,296,530 2,000,619,323 22교구 1,194,899,747 1,124,657,554

7교구 2,855,100,000 3,015,607,848 23교구 711,664,483 764,197,198

8교구 2,688,000,000 2,475,122,073 24교구 1,901,437,066 2,229,823,550

9교구 3,460,174,957 4,063,083,116 25교구 1,944,200,000 1,968,761,069

10교구 1,262,150,000 1,176,599,786 소계 65,248,904,947 77,136,956,567

11교구 12,092,833,971 12,971,322,408 직영(조계사) 11,910,520,000 14,726,470,011

12교구 4,676,000,000 7,312,365,242 직영(봉은사) 14,560,678,000 13,993,172,661

13교구 1,103,578,000 1,292,557,509 직영(보문사) 2,900,000,000 2,938,545,850

14교구 4,642,622,245 5,257,778,687 직영(선본사) 6,375,594,000 7,301,049,210

15교구 5,188,071,720 5,538,100,834 소계 35,746,792,000 38,959,237,732

16교구 561,500,000 706,458,854 총계 100,995,696,947 116,096,194,299

자료: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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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구자치의 저해요인

교구자치의 저해요인을 기준 없이 도출하게 되면 논자의 관점에 따라서 지

나치게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고는 교구자치의 저해요인을 제도적, 운영

적, 의식적 측면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교구자치와 관련한 제도적 측면은 중앙

집권적 종법령의 문제를, 운영적 측면은 교구내 권력 불균형과 교구간 성장 불

균형의 문제를, 의식적 측면은 중앙과 교구의 무관심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

할 것이다.

1. 총무원장 중심제적 종법령

특정조직의 제도와 운영은 그 법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조계종의 교

구자치와 그 운영은 종헌과 종법, 종령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즉, 조계종의 중

앙집권과 교구자치도 그와 관련한 종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성쇠가 정해지는 

것이다. 종법령이 총무원장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고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중앙집권제가, 교구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고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교구자치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2016년 현재, 조계종의 종법령은 최상위의 종헌(宗憲)과 50개의 종법(宗法), 

그리고 105개의 종령(宗令)으로 이루어져 있다.9) 그중 교구의 권리와 의무를 

직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종법령으로는 <지방종정법>을 필두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교구종회법>, <군종특별교구법>, <본말사주지 인사규

정>, <본사주지회의법>,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분담금 납부에 관한 시행

령>, <산중총회법>, <사찰법>, <사찰법 시행령>, <사찰부동산관리법>, <사찰

부동산관리법 시행령>, <사찰예산회계법>,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 <사찰

운영위원회법>, <사찰운영위원회법 시행령>,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

리위원회 시행규칙>, <예산회계법>, <총림법>, <해외특별교구법>, <해외특

9) 조계종 홈페이지(종법령) / http://law.buddhism.or.kr/hom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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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교구법 시행령>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종법령들은 교구자치의 보장과 강화가 아닌 총무원장 중심의 

중앙집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법령들이 주요 인사는 총무원장의 임명을, 

주요 재정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종법령들이 교구자

치가 아닌 총무원장 중심제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지방종정법>은 본사주지는 산중총회의 추천을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하

도록(동법 제7조 ②항), 말사주지는 본사주지의 품신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

도록(동법 제18조 ①항) 하고 있다. 그리고 <사찰부동산관리법>은 사찰 소유 

부동산의 처분, 임대, 교환, 신축, 이전, 철거, 기채, 담보제공, 증여, 사용승낙, 

망실ㆍ유휴재산의 환수, 수익이 발생할 목적의 부동산의 이용(납골당, 자연

장, 벌목 포함), 기타 권리 설정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찰주지로 하여금 총무원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조 ①항). <사찰예산회계법>은 교구본

사가 교구본사와 교구소속 사찰의 세입세출 예 ․결산서, 교구특별회계 예 ․ 결

산서를 총무원에 제출하도록(동법 제15조 ①항, 제20조 ①항), 그리고 사찰의 

세입세출 예 ․ 결산은 총무원에 접수된 세입세출 예 ․ 결산서로 확정되도록(동

법 제15조 ④항, 제20조 ④항)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산회계법>은 종단이나 

사찰재산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매각, 기부, 담보제공, 대여, 

인락,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7조).

2. 권력 불균형과 성장 불균형

1) 교구내 권력 불균형

국가의 지방자치에서 주지(周知)되듯이 교구자치는 행정권과 입법권이 견

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실현될 수 있다. 현재 교구의 권한은 본사주지에게 지나

치게 편중되어 있어 교구자치제의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 즉, 입법기관인 교구

종회에 비해 행정기관인 본사주지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있어서 양 기관

간 권력의 불균형이 심하다. 때문에 교구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본사주지

와 교구종회간의 권한과 기능을 배분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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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교구자치의 이념상으로는 행정기관과 입법

기관이 분리되어야 하나 조계종의 현실은 본사주지가 양 기관의 장을 겸직하

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종헌에 의하여, 본사주지는 당해 교구의 종무행정을 

통리(統理)하는 대표권자일뿐만 아니라(종헌 제91조 ①항) 입법기관인 교구종

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종헌 제85조 ③항). 게다가 본사주지는 교구종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 교구종회는 본사주

지, 본사부주지, 본사 각 국장, 말사주지와 직선으로 선출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된다(교구종회법 제2조 ①항). 그러나 본사주지가 본사의 부주지와 각 국

장의 임명권자이자 말사주지의 품신권자이기 때문에 교구종회가 본사주지를 

견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게 된다.

교구는 행정과 입법의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 전진할 수 있다. 그러

나 조계종의 교구는 행정기관의 바퀴만 지나치게 크고 입법기관의 바퀴는 너

무 작아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 수밖에 없다.10) 상황이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은 교구내 심각한 권력 불균형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

도 하지 않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다. 1994년 개혁불사시 교구종회가 가진 교

구자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교구종회가 본사주지의 들러리에 머무르는 현

실은 분명히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사주지에게 집중된 권

한을 교구종회에 분산하여 본사주지와 교구종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

어야 한다.

2) 교구간 성장 불균형

균형 성장은 조직의 건전성과 건강성을 담보한다. 일반적으로 성장의 불균

형은 불만세력을 양성하고 이는 조직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조계종에 있

어서는 교구간 성장의 불균형을 고민하여야 한다. 조계종은 교구별 성장의 차

이 즉, 사세(寺勢)가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소속 사찰 수, 소속 승

10) 최봉기, ｢한국 지방자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개선과제-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

방자치학회 토론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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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수, 그리고 세출예 ․ 결산액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조계종의 교구별 사찰 수는 상기의 <표 1>과 같다. 이에 의하면 특별교구가 

아닌 지역교구 중 서울의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직할교구가 620개의 사찰을, 

이어서 범어사가 본사인 14교구가 236개의 사찰을 가지고 있으며, 관음사가 

본사인 제주의 23교구가 가장 적은 48개의 사찰을 가지고 있다. 1순위인 직할

교구와 최하순위인 23교구는 12.9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며, 1순위인 직할교

구와 2순위인 14교구 사이에도 2.6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교구별 승려 수는 <표 2>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직할교구에 

3,118명으로 가장 많은 승려가, 그 다음으로는 12교구(해인사)에 1,511명의 승

려가, 그리고 23교구(관음사)에 가장 적은 85명의 승려가 소속되어 있다. 소속 

승려 수에 있어서, 1순위인 직할교구와 최하순위인 23교구는 36배 이상의 차

이가 존재하며, 1순위인 직할교구와 2순위인 12교구 사이에도 2배 이상의 차

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교구별 재정규모는 세출예산과 세출결산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

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설명과 이해의 용이를 위하여 <표 3> 중 세출의 최종 정

산인 세출결산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교구별 세출결산 총계 

116,096,194,299원 중 직영사찰 4곳의 소계가 38,959,237,732원으로 33.5%를 차

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의 사찰 수 및 승려 수와는 달리 재정규모는 직영사찰

과 지역교구를 단순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직영사찰은 재정이 극히 우량한 사

찰 중 종단이 종책 실현을 위하여 종단의 목적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는 사찰이

라는 선발적 우수성과 목적적 예외성이 있는 바, 여타 지역교구의 세출결산과

는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1) 직영사찰 외의 지역교구 중 세출결산이 가

장 많은 교구는 11교구(불국사)로 12,971,322,408원이며, 그 다음은 12교구(해

인사)로 7,312,365,242원이다. 가장 적은 교구는 16교구(고운사)로 706,458,854

원이다. 재정이 가장 우량한 11교구와 가장 열악한 16교구간에는 18.3배의 차이

가 존재한다.

11) 조계종 <직영사찰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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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과 교구의 무관심

교구자치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착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로는 법령과 운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과 교구의 무관심을 

간과할 수 없다.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는 교구분권과 교구자치를 

강조하던 총무원장 후보들과 계파들은 일단 종권(宗權)만 획득하면 그 이후에

는 무관심한 행태를 보여주고는 하였다. 교구자치에 대한 공약(公約)은 그야말

로 공약(空約)에 그치고는 말아왔던 것이다. 

개혁종단 출범 이후 총무원장 선거에 교구자치가 공약으로 등장한 것은 

2005년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때이다. 당시의 후보는 지관스님과 정련스님이

었다. 지관스님은 ‘중앙과 교구의 조화로운 발전, 교구활성화 실현’을 종단운

영의 4대 기조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련스님은 ‘교구본사와 지역 중

심의 종단운영’을 종단운영의 4대 기조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제32대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집행부는 교구자치 공약을 종책과 제도로 구체화하지

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12)

2009년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교구활성화 공약이 제기되었는데, 교

구 중심의 종단 운영이라기보다는 교구의 종무행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의 강

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당선자인 자승스님은 ‘교구는 한국불교의 미래이며 

희망’을 종단운영의 6대 기조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교구본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지원’의 명제 하에 총 8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구 관련 공약의 

이행은 직할교구에 대한 인사평가제도 도입 및 실시 수준에 그쳐서 실천률이 

저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승스님과 보선스님이 후보로 나선 2013년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

서도 교구자치는 중요한 공약으로 등장하였다. 자승스님은 ‘교구중심제 실현’

을 종단운영의 8대 기조 중 우선기조로, 보선스님은 ‘중앙과 교구의 협치’를 7

대 기조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제34대 총무원장에 연임한 자승스님은 현재 

12) 박재현, ｢종단 개혁 20주년, 교구제의 과제와 전망｣, 종단개혁 20주년 기념 2차 세미나 자료집 �개

혁불사 20년, 무엇이 변화했는가�, 2014,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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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 교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구자치에 있어서 이전에 비하여 구

체성과 실재성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임기 중반이기에 교구자치 공약의 실

천 정도는 집행부의 활동과 성과를 보다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조계종에 교구자치가 정착되지 못한 데는 교구에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 본

사주지를 중심으로 한 특정문중의 권속들은 교구 권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세속적 성과물을 나누어가지는데 관심을 기울인 채 교구발전의 근본 요소이

자 역량인 교구자치의 정착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

다. 본사주지에게 집중된 권한과 그 남용, 특정문중의 현실만족, 그리고 이로 

인한 교구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교구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중앙과 교구 공히 교구자치에 대하여는 지식도 관심도 없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교구자치는 그 동안 총무원장에 그리고 본사주지에 당선되기 위

한 공약성(空約性) 공약(公約)으로 보여진다. 중앙과 교구의 고위 종무원(宗務

員) 내지 집권(執權) 계층의 의식 속에 교구자치는 허울뿐인 제도였던 것으로, 

그들의 지식과 가치의 체계 속에 교구자치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존재로 인식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IV. 교구자치의 개선과제

본고는 교구자치의 저해요인을 제도적, 운영적, 의식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기에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개선과제도 제도적, 운영

적, 의식적 측면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제도적 측면은 ‘교구자치의 모법(母法) 

제정 및 종법령 정비’를, 운영적 측면은 ‘교구종회의 독립성 강화 및 교구행정

의 투명성 제고’와 ‘교구의 재획정 및 분구(分區)’를, 그리고 의식적 측면은 ‘중

앙의 분권 의지 및 교구의 자치 의지’를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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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구자치의 모법(母法) 제정 및 종법령 정비

조직의 제도와 운영은 법령에 의하여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

계종의 교구자치 역시 정치적 선언이 아닌 종법령으로 구체화되어 있을 때 비

로소 그 실현이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현 조계종의 종법령은 총무원장 중심

의 중앙집권적이다. 개혁종단이 출범하면서 교구분권과 교구자치를 주요 목

표로 선언하였지만 이를 실현시켜 줄 종법령의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았던 것이다. 

현재 조계종의 교구행정은 <지방종정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방종정법>은 ‘지방종무기관의 종무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종무수행이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동법 제1조) 있기에 교구자치의 

모법(母法)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조항에서 보이는 ‘통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용어는 종무행정의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는 표현에 해당된다.

이에 교구자치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서는 그 모법이 될 수 있는 <교구자치

법>(가칭)의 제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교구자치법>은 <지방종정

법>과는 달리 그 목적에 있어서 통일성이 아닌 민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교구자치법>의 목적 조항에 ‘교구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하고, 종단중앙과 교구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교구자치행정으로 종단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계종의 여타 종법령이 중앙집권적으로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교

구자치법>의 제정이 교구자치의 법적 요건을 일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현행 조계종 종법령의 대부분은 과거 중앙집권적 사고와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치시대, 분권시대에도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종법령을 그대로 두고 교구자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

求魚)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종법령에서 중앙집

권적 부분을 교구분권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제히 정비하여 자치시대에 맞추어

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고 III장 1절의 ‘총무원장 중심제적 종법령’에서 



266   불교학연구 제46호

제시한 총무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인사와 재정에 관한 여러 임명권과 승인권

을 교구에 이양하는 분권적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구의 권한이 강

화되면 교구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종단의 감사가 실질

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교구종회의 독립성 강화와 교구행정의 투명성 제고

역사는 과도한 권력의 집중은 부정과 비리를 초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사주지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교구내 권한은 경계와 개선의 대

상이 되어야 한다. 교구자치는 교구내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한 것인데, 조계종 교구의 입법기관인 교구종회는 행정기관인 본

사주지의 들러리 역할에 그치고 있다. 본고 III장 2절의 ‘교구내 권력 불균형’

에서 살펴보았듯이, 본사주지가 교구종회의 당연직 의장일 뿐만 아니라, 그 구

성원인 본사 부주지, 본사 각 국장, 말사주지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구종회는 본사주지에 대하여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계종 조직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구성되나, 교구에 있어서는 행정 

수장(首長)인 본사주지와 주요 소임자들이 입법기관인 교구종회의 의장 및 의

원을 당연직으로 겸직하고 있다. 이와 같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대한 위배는 교

구종회가 본사주지의 전제(專制)를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여기서 3권 분립의 원칙 위배와 개혁불사의 발생 원인과의 관계성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현대한국불교사에서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 시도는 총무원

장이 중앙종회마저 제도적으로 장악해서 생긴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비롯되

었기에 3권 분립원칙의 위배가 곧 개혁불사를 촉발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당시 

서의현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원 75명 중 27명의 간선의원을 선출하는 간선

위원선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당연직 종회의원이 되는 본사주

지 24명의 임명권도 가지고 있었다.13) 이는 행정기관의 수장인 총무원장이 입

13) 조기룡, �종무행정론�(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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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인 중앙종회의원의 2/3 이상인 51명을 임명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3권 분립의 원칙 위배로 인한 개혁불사의 발생은 현 교구권력구조에 내

재되어있는 위험성을 일정 정도 시사해주고 있다. 본사주지와 교구종회간 현 

교구권력구조가 서의현 총무원장이 중앙종회를 장악했던 당시 종단권력구조

와 유사하기에 본사주지의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교구의 불안정한 상황

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본사주지가 교구종회의 의장이 되고 교구종회의 의

원을 자신의 인물들로 구성할 수 있는 현행 교구권력구조에서는 본사주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임이 확실하다.

이와 같은 교구의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구종회의 독립이 반

드시 필요하다. 교구종회의 독립은 본사주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탈피라 하

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본사주지가 당연직 교구종회의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주지에 비견되는 자격을 갖춘 중진 승려가 그 의장이 되

어야만 한다. 혹자는 본사주지가 교구종회의 의장이 되는 것이 사업집행의 능

률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행정기관이 자신의 시

행사업에 대하여 자신이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논리적, 현실적으로 모순이

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본사의 부주지와 각 국장들이 당연직 교구종회의원

이 되는 것도 명분을 찾기가 힘들다. 향후 본사의 부주지와 각 국장들에게는 

교구종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말고, 자격요건을 갖춘 여타의 승려들이 

교구종회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것이 교구의 민주화에 부

응한다. 

교구종회의 독립은 교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교구자치를 진일보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교구행정의 투명성은 교구재정의 투명성에 의하여 담보되

는데, 교구 및 사찰의 재정이 전적으로 출가승려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는 상황

에서 재가신도의 참여는 교구행정과 교구재정의 투명성에 필수조건이 될 수

밖에 없다. 

조계종은 사찰단위의 운영에 있어서는 재가신도의 참여를 종헌 ․종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교구단위의 운영에 있어서는 재가신도의 참여를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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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사찰단위에서는 형식적인 운영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는 하

지만 재가신도가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종헌상 의무로 규정하

고 있다(종헌 제101조). 그러나 교구단위에서는 재가신도가 동참하는 교구운

영위원회가 종헌 ․ 종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교구의 운영은 교구내 종무

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인 종무회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지방종정법 제12

조 ①항), 본사주지가 의장이 되고 본사의 부주지와 소위 7직으로 지칭되는 각 

국장으로 구성된다(지방종정법 제12조 ②항, ③항). 교구의 종무회의에 있어

서 재가신도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종무회의는 종헌, 종

법 또는 종령에 의하여 교구본사에 속한 사항, 교구종회에 상정할 교구규칙의 

제정 및 개정안, 교구종회에 부의할 사항, 교구내 본·말사의 예산안 및 결산 보

고에 관한 사항, 교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 교구행정의 기본적 계획과 각 

국의 업무계획, 교구 또는 본·말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말사주지 품신에 관한 

사항, 기타 교구 종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등 교구종무의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지방종정법 제13조). 

교구에 있어서 재가신도는 출가승려와 더불어 구성의 한 축이기에 교구운

영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재가신도가 교구의 종무회의 

나아가 전술(前述)한 교구종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가

신도의 자격은 객관적 기준이 요구되는 바, 본고는 교구신도회의 회장 및 주요 

임원을 자격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14) 다행히도 조계종은 전국신도회 결

성 60주년을 맞은 2015년 12월에 제3교구(신흥사)를 마지막으로 전국 24개 전

교구에 교구신도회의 구성을 완료하였다.15) 이는 종단과 교구의 의지만 있으

면 재가신도가 교구의 종무회의와 교구종회에 구성원의 자격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재가신도의 종무회의 내지 교구

종회에의 동참은 현재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시피 하는 본사주지에 대한 견제

14) 교구신도회의 회장은 교구의 신도와 신도회를 대표하는데 비하여 비록 본사라 할지라도 사찰신

도회의 회장은 당해 개별사찰만을 대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5) 어현경, ｢전국 24개 ‘교구신도회’ 창립 눈앞으로｣, �불교신문� 3159호, 2015년 12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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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일정 부분 발휘하여 교구재정을 중심으로 한 교구행정의 투명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구의 재획정

조계종의 현행 교구는 1962년 비구 ․ 대처 통합종단의 출범 시 획정된 것으

로 50여 년이 경과한 현시점의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

지는 못하고 있다. 서울의 조계사와 부산의 범어사, 대구의 동화사, 충북의 법

주사, 제주의 관음사를 제외하고는 관할 범위와 국가행정구역의 분류가 일치

되지 않고 있으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의 광역자치단체에는 교구본사가 

아예 위치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이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관할 본

사가 불분명하여 어느 본사도 책임지고 포교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구의 포교 공동화(空洞化) 문제를 해소하고, 교구의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구본사의 관할 지역을 국가행정구역과 일

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미 각 본사별로 지역에 상관없이 설립된 

말사들을 인위적으로 재편한다는 것은 본사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불가

피하게 유발할 수밖에 없는 바, 장기적 계획 하에 점진적으로 교구 편제를 조

정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무원과 각 교구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구 

관할범위를 합의 후 각 교구는 각자의 관할지역내에서만 소속의 말사들을 설

립할 수 있도록 총무원이 허가해주어야 한다.16)

교구관할구역과 국가행정구역의 일치라는 원칙 속에서, 비대한 교구는 분

구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역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1>의 조계종 교구별 사찰 수에 따르면, 특별교구와 대각회를 

제외하고 소속 말사가 100개가 넘는 교구본사는 직할교구 620개, 2교구(용주

사) 113개, 5교구(법주사) 108개, 6교구(마곡사) 138개, 9교구(동화사) 161개, 11

교구(불국사) 102개, 12교구(해인사) 194개, 14교구(범어사) 236개, 15교구(통

16)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조계종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 모색� 연구보고

서, 2010,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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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 200개, 17교구(금산사) 105개 등 10곳이다. 교구본사가 100개가 넘는 말

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종무행정의 비효율과 형식화를 의미함으로 100개 말사

를 기준으로 교구를 지역별로 재획정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즉, 말사가 

100개가 넘는 교구는 분구하여 본사를 달리 지정하는 것이다. 만일 현행 교구

본사의 반발이 우려된다면 ‘○○사 1교구본사, 2교구본사’로 재획정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직할교구는 그 비대성으로 인하여 여타의 교구에 비하여 분구가 시급

한 실정이다. <표 1>과 <표 2>의 조계종의 사찰 수와 승려 수에 따르면, 직할교

구는 최하위순위인 23교구에 비교하여 사찰 수에 있어서는 12.9배, 승려 수에 

있어서는 36배의 차이가 난다. 또한 2순위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사찰 수는 2.6

배, 승려 수는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기의 자료에 의하면, 여타의 교구

본사가 평균적으로 100개 내외의 사찰과 400명 미만의 승려를 관리하고 있음

에 비하여 직할교구는 620개의 사찰과 3,118명의 승려를 관리하고 있음을 볼 

때 직할교구의 비대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직할교구의 분구는 서울의 지리적 여건상 분리가 편리한 강남과 강북으로 

획정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강남은 봉은사를, 강북은 조계사를 교

구본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남과 강북으로 직할교구를 분구하

여도 여전히 그 비대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소 구역의 획정이 복잡하더라

도 인천(강화) 지역을 포함하여 3-4개로 분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할교구의 분구와는 별도로 교구본사가 미지정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지

역에는 교구의 획정 혹은 신설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구밀접지역인 광역자치

단체는 주요 포교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의 광역

시는 종단교구체계의 미비로 그 동안 교구관할이 불분명하였다. 이들 광역시

에는 그 관할 교구본사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포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교구본사가 신설되거나 기존 교구본사간 관할구역이 획정되어야 한

다. 그런데 현재는 이들 광역시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구의 

신설내지 획정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교구본사간 관할구역의 다툼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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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가 많다. 이에 특정한 광역시에 여러 본사가 중첩되어 말사를 창건하여 포

교를 하고 있었다면, 단기적으로는 공동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공동으로 운

영하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중앙의 분권 의지와 교구의 자치 의지

조계종의 교구자치를 위해서는 총무원장의 교구분권에 대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교구분권은 권한을 나누는 것이며, 나눌 권한의 소유자는 바로 총무

원장이기 때문이다. 즉, 권한의 소유자가 권한을 나눌 의사가 전제되어야 분권

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총무원장 후보자는 교구의 선거인단으로부터 표를 얻

어야 하기에 교구분권과 교구자치에 대한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고는 하였다. 

그러나 당선된 후에 총무원장이 교구자치에 필요한 자신의 권한을 교구로 이

양하고자 한 사례를 찾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 동안 중앙종단의 교구자치에 

대한 조치는 사찰 방재 지원 체제 구축, 본사종무행정 프로그램의 보급 등 종

무행정 영역의 교구 종무행정에 대한 서비스 수준에 그쳐왔다.17)

2016년 현재, 총무원장은 교구자치에 대한 의지를 ‘중앙 ․교구발전위원회’

의 구성으로 표출하였다.18) 그러나 위원회는 2014년 11월 제1차 회의 이후 활동

이 없는 상태로 교구중심제, 교구자치제, 교구분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제와 

과제조차도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교구중심, 교구자치, 교구분권을 향한 구체

적 실행계획은 물론이고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과 의미에 대한 논의조차도 설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총무원장이 교구자치의 실현과 중앙 ․교구

발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지를 다시금 강하게 표명해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총무원장은 교구분권과 교구자치를 위하여 교구

자치법의 제정, 중앙사무의 교구이양, 재정상의 교구자율권 신장, 중앙과 교

17) 박재현, 앞의 논문, p.65.

18) 중앙 ․ 교구발전위원회는 2014년 6월 18일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34대 총무원장 선거공약인 교구

중심제의 실현을 위해 구성안이 의결되었으며, 동년 11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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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분권협의의 활성화 등에 보다 더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구자치는 교구선거를 실시하여 교구장(敎區長)을 선출하고 교구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여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들이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

며 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교구분권과 교구자치의 측면에

서 현행 교구업무를 살펴보면, 중앙종단과의 관계에서는 위임업무가 주를 이

루고 있으며, 교구자체에서는 관행적 자치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교구가 교구

별 특성을 살린 자치업무 개발과 그 실현을 위한 교구분권의 강화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교구의 본사주지와 종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교구내 입지에 만

족하여 교구자치와 교구분권에 대한 의지를 잃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

저 들게 하고 있다. 본사주지들이 말사주지의 임면과 사찰의 불사에는 적극적

이지만 교구자치를 위해 중앙종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교구권한의 강화를 

주장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구내 종도들의 정치적 관심이 제고되

어야 한다. 교구자치는 교구민(敎區民)에 의한, 교구민을 위한, 교구민에 의한 

정치과정임으로 교구민, 즉 교구종도들의 관심이 성패의 관건이다. 교구자치

가 정착되는데 가장 필요한 사항은 교구종도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

를 이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신도는 교구의 정치 및 운영에는 참여할 수 없는 

종헌 ․ 종법의 현실 속에서 승려들이 문중과 금권(金權)을 초월하여 참여해야

만 한다. 문중과 금권에 휩쓸려 바람직한 본사주지를 선발하지 못해 폐해가 발

생한다면, 이는 오로지 종단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종도로서

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V. 결언

정화불사를 거친 비구와 대처는 1962년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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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키면서, 총무원을 정점(頂點)으로 25교구본사체제를 형성하는 중앙집권

적 권력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후 50여 년 동안, 조계종은 종권의 향방에 따

라서 종정(宗正) 중심제에서 총무원장 중심제로 변경되었을 뿐 중앙집권의 종

단구조를 유지하여왔다. 1994년 개혁불사에 의하여 교구본사주지의 산중총

회 선출과 교구종회의 신설 등 교구분권적 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조계

종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교조직의 특성상 가톨릭처럼 중앙집권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계종은 

두 가지의 이유로 교구자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대불교사에서 조계

종이 종정과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으로 인한 종단 분규를 지속적

으로 겪어왔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불교의 교세가 정체내지 감소하고 있는 상

황에서 교구가 지역사회에서 자율적, 독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계종에 교구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종단의 법령과 그 운영, 그리고 종

도의 의식 등 세 가지가 교구자치를 향하여 연관되고 통합되는 삼위일체(三位

一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종단의 종헌과 종법, 그리고 종령

이 교구분권적으로 제 ․개정되고, 종법령간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종단은 과거의 총무원장 중심적 운영에서 벗어나 교구의 발전을 

통한 종단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구는 본사주지

와 교구종회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교구분권

과 교구자치에 대한 총무원장과 교구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교구자치제도 도입 2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계종의 실정에 대한 

자성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총무원과 중앙종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교구

분권과 교구자치의 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하며, 교구의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들도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권리 위에 잠자

고 있었던 교구의 본사주지와 종회의원들도 이제는 교구분권과 교구자치를 

위해 좀 더 열정적으로 소임에 봉직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지위

와 권리, 그리고 명예를 부여한 교구종도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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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n Buddhism, the Jogye Order has gone through 

repeated bitter disputes that could be attributed to the centralized administration of 

the Supreme Patriarch and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Order’s administration. 

Based on such experiences, the Reformation Order introduced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in 1994. However, the autonomy of parishe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This study presents the factors hampering the introduction of changes to the 

system, operations, and mentality, as well a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irst, 

the factors hampering the establishment of autonomy in the parishes are examined 

as follows: in terms of the system, the Jogye Order’s centralized laws have attracted 

a fair amount of critical attention. In terms of operations, great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question of the inequality of the power within the parish and the 

inequality of the power between parishes. In terms of mentality, an air of 

indifference in the central organizations and in the parishes has received much 

attention. 

Next,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nd implementation of autonomy within 

parishes are presented as follows. In terms of the system, the Parish Autonomy Law 

should be enacted as the parent law, and all relevant laws of the Order should be 

revised and improved to achieve power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operation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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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ncil of the parish should be free from the influence of chief monks at the head 

temple to bolster the checks and balances against parish administration institutions. 

Second, lay people’s engagement should be allowed for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Third, the current 25-parish division system should be revised. In 

terms of mentality, there should be strong determination from both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Order and the parishes to execute delegation of 

powers.

Keywords 

autonomy of the parish, decentralization of parish power, Jogye Order, administrative 

headquarters, head temple, division of parishes, administration of Order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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