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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종교시장화는 종교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선택 가능한 상품처럼 존재하는 현상

이다. 이런 현상 속에서 포교는 성(聖)의 종교를 마치 속(俗)의 상품처럼 판매하는 영적

(靈的) 마케팅이 되어버린다. 본고는 한국사회의 종교시장화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

고, 한국불교의 포교가 매불(賣佛)이 아닌 전법교화가 될 수 있는 정향(定向)을 제시하려

고 한다. 

한국사회의 종교시장은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3자가 정립

(鼎立)된  과점의 종교시장으로 소수종교가 진입하는 데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는 3종교

의 적극적 포교의 결과라고도 할 수도 있으나, 이들 3종교와 국가와의 정치적 관계 속에

서 만들어진 편향적 종교입법과 정책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즉 100여 년 전 조선총독

부가 발표한 ｢포교규칙｣(조선총독부령 제83호, 1915년 8월)에서 정부가 특정 종교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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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교로 지정하고 이외의 종교는 유사종교단체 즉 사이비(似而非)로 간주한 이래 3종

교를 중심으로 정부의 편향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왔던 것이다.

한국사회의 종교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향후 각 종교는 치열하게 포교를 전개할 

것이고, 그에 따라 종교시장화 역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런 종교시장에서 불교의 포

교가 매불(賣佛)이 아닌 교화(敎化)가 되기 위해선 붓다의 전법교화를 이해해야 한다. 붓

다의 전법교화에 의하면, 한국불교는 포교 정향을 첫째, 불교교단의 외형적 성장이 아

닌 중생고의 해소에 두어야 한다. 둘째, 영적(靈的) 마케팅이 아닌 종교성의 지향에 두어

야 한다. 셋째, 승가의 탈세속화를 통한 불교교단의 리더십 확보에 두어야 한다. 넷째, 

화쟁(和諍)에 의한 종교간 대화에 두어야 한다. 

주제어

한국불교, 한국종교, 종교시장, 포교, 화쟁, 대한불교조계종, 종교간 대화

I. 서언

현대사회에서는 종교가 일종의 상품처럼 사람들에게 선택되어지고 있다. 

종교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일종의 선택 가능한 상품처럼 존

재하는 ‘종교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래 한국의 종교상황을 ‘종

교백화점’에 비유하는 것은 종교시장화의 단적인 표현 사례이다. 한국사회에

는 종교단체의 수가 많고, 종교단체들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일종의 선택 가능한 상품처럼 존재한다. 종교의 상품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의 상품화는 종교가 성(聖)스러움을 상실하고 세속화된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한다. 이는 종교 자체가 종교성을 상실해간다는 점에서 사회의 종교성이 

상실되어가는 종교사회학계의 세속화 개념과는 다르다. 그런데 종교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종교시장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종교인

구의 감소는 불가피하게 종교간 포교 경쟁을 유발할 것이며, 이 경쟁 과정에서 

성(聖)의 종교를 마치 속(俗)의 상품처럼 판매하고자 하는 영적(靈的) 마케팅이 

횡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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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사회의 종교단체들이 교세 확장을 위하여 종교의 성적(聖的) 정

체성은 도외시한 채 종교의 상품화에 치중하는 종교시장화를 비판적 관점에

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종교단체의 교세 확장 노력은 포교로 표출되는 바, 

한국불교의 포교가 붓다와 불법(佛法)의 상품화가 아닌 붓다의 전법에 여법(如

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정향(定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교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신도 수 증가를 통한 교세 확장 방안 도출에 주로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붓다의 포교는 신도를 늘리기 위함도 큰 사찰을 짓기 

위함도 아니었다. 붓다는 오로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중생들도 깨달아 그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게 하고자 포교를 하였다. 붓다의 포교

는 교세의 확장이 아닌 중생고의 해소였으며 불교의 포교는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사회의 종교시장화 속에서 불교가 다른 종교에 우선하여 

상품처럼 선택되어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종교인구

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현재 불교, 개신교, 가톨릭 그리고 여타의 종교단체

들은 교세 확장을 위한 포교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한국불교가 종교

시장의 세속적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붓다가 자신의 깨달음을 널리 전하고자 

했던 이유인 중생고의 해소 관점에서 포교의 정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사회의 종교시장에 대한 현황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그 현황 분석은 한국사회 기성종교인 개신교, 불교, 가톨릭 등 3종교의 종교시

장 과점과 3종교간 포교 경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3종교의 종

교시장 과점은 곧 여타 종교가 종교시장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존재함을 의미

한다. 이에 소수종교들의 진입 장벽 요소에 대한 분석도 병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종교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이후에는 붓다의 전법교화에 대한 이해와 실

천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포교정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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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종교시장과 포교정향의 이해

1. 종교시장의 이해

종교시장은 종교와 시장의 합성어이다. 성과 속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나 

각각의 대표적 영역인 종교와 시장이 조합된 용어인 것이다. 종교시장이란 용

어는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와 윌리엄 베인브리지(William S. Bainbridge) 

등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그들은 종교단체들이 사람들의 기호와 양태에 맞춘 

포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신도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종교의 시장적 

상황을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인 인간의 비용과 편익 계산에 따른 

합리적 판단 결과로 간주하였다. 시장경쟁적 종교 환경을 일종의 종교시장

(religious market)으로 보고 아담 스미스(Adam Smith)로 대표되는 경제원리(최

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종교에 적용시켜, 사람들이 종교적인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이성적)으로 선택한다고 본 것이다.1)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는 자생 종교와 외래 종교 

등의 종단을 합해 최근 566개의 종교단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는 137

개 종단에 265개 단체가, 개신교는 118개 종단에 232개의 단체가, 가톨릭과 유

교, 천도교, 원불교, 대종교는 각각 1개 종단에 1개 단체씩을 가지고 있다. 이외 

20개 종단에 64개의 종교단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 이러한 수치는 한국

사회에도 종교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백 개에 이르는 종단

들이 신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

조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한국사회에서 종교시장

의 강화를 예상할 수 있다. 근대화의 후기부터 한국사회의 종교인구는 1985년 

42.6%, 1995년 50.7%, 2005년 53.1%로 완만하지만 성장을 지속하여 왔었다. 그

1) 김태식, ｢로드니 스타크의 종교의 합리적 선택이론-개인과 사회적인 신앙(교회) 상호관계의 기초 

원리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접근｣,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1집(서울: 한국교회사학회, 2012), 

p.213.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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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2015년에는 43.9%로 급감하였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 종교가 

있는 인구는 21,55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3.9%이며, 2005년 24,526천명(52.9%)

에 비하여 2,972천명(9.0%p) 감소하였다. 종교가 없는 인구 비율은 2005년 

47.1%에서 2015년 56.1%로 증가하여 종교가 있는 인구비율보다 높아졌다. 종

교인구의 감소는 종교단체에게 일종의 위기의식을 가져다주고, 이는 종교간 

치열한 포교 경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종교인구의 감소가 종교시장화를 가속

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인구의 감소는 신도확보를 위한 종교단체간 경쟁을 심

화시키게 되며, 그 과정에서 각 종교단체는 사람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여러 

포교방안을 강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인구의 자연증가율 감소도 

종교시장상황을 강화하는 중요한 압력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의 자연증

가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종교시장론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가 줄어드는 것임으로 공급자인 종교단체간 경쟁이 심화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2. 포교정향(布敎定向)의 이해

종교시장에서 종교단체의 존속과 성장을 위한 노력은 포교로 집약되어 표

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포교는 흔히 신도 확보 혹은 교세 확장으로 이해되고는 

한다. 로드니 스타크와 윌리엄 베인브리지 등 종교시장론자의 관점에서는 신

도 확보 혹은 교세 확장을 위한 포교 방안의 강구는 종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

한 노력의 산물로써 용인된다. 그들은 또한 종교시장이 무한경쟁의 스트레스

로 지치고 병든 현대인으로 하여금 특정 종교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

니라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붓다의 시각에서 포교는 신도를 늘리기 위함도 커다란 사찰을 짓기 

위함도 아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중생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스스로 무명을 걷

고 생로병사의 고(苦)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불교의 포교, 붓다의 

포교는 신도의 증가도 교세의 확장도 아닌 자비의 실천인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인간의 종교선택이 비용과 편익에 따른 합리적 판단 결과라는 종교시장론자



150   불교학연구 제58호

들의 주장을 기본적으로는 인정하되, 붓다의 전법교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서 포교의 정향(定向)을 찾고자 한다. 즉 본고의 정향(定向)은 한국불교가 세속적 

종교시장에서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미한다. 

한국불교의 포교정향과 관련한 불교학계의 선행연구들은 종교성의 차원보

다는 한국불교의 교세 위축 극복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

하거나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초점을 주로 맞추어왔다. 한국불교의 

포교정향을 종교성보다는 종교시장의 세속적 경쟁 논리에서 주로 찾는 연구

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는 일반사회를 넘어 종교단체의 세속화마저 야기되고 있는 종교시장

에서 한국불교가 나아갈 포교정향을 소위 ‘영적 마케팅’이 되고 있는 포교방

법의 개발이 아닌 불교적 종교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모색한다. 한국

사회의 종교시장에서 불교의 포교정향을 종교가 상품처럼 선택되어지는 영

적 마케팅이 아닌 중생을 제도할 붓다의 가르침[불법(佛法)]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의 성장은 종교단체의 속화(俗化)가 아닌 성화(聖化)에서 이

루어지며, 그럴 수 있을 때 종교가 사회의 지도이념으로 정립될 수 있다는 인

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III. 종교시장의 과점 형성과 진입 장벽

1. 개신교･불교･가톨릭의 종교 과점과 포교 경쟁

1) 3자 정립(鼎立)의 구도

한국사회의 종교지형은 개신교와 불교가 맞서는 가운데 가톨릭이 가세한 

‘3자 정립(鼎立)’의 구도이다. 정립(鼎立)은 솥 정(鼎)과 설 립(立)으로 이루어진 

한자로, 솥발 세 개가 서서 솥을 유지하듯이 세 세력이 병립하는 형세를 지칭

한다. 종교시장론의 관점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전체 종교시장의 

95-98%를 점유한 과점적 상황이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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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약될 수 있다.3)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중 전체인구 대비 종교인구 현황을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1985년에는 불교 19.9%, 개신교 16.1%, 가톨릭 4.6%, 이외 기타 

종교 1.4%였다. 1995년에는 불교 23.2%, 개신교 19.7%, 가톨릭 6.6%, 이외 기타 

종교는 0.7%였다. 2005년에는 불교 22.8%, 개신교 18.3%, 가톨릭 10.9%, 이외 

기타 종교는 1.0%였다. 2015년에는 불교 15.5%, 개신교 19.7%, 가톨릭 7.9%, 이

외 기타 종교는 0.9%였다. 

그런데 불교, 개신교, 가톨릭 3종교의 종교시장 과점 현황은 전체인구보다

는 종교인구 중에서 각 종교별 인구비율을 도출하면 보다 분명해진다. 그 내용

은 <표 1>과 같다.

<표 1> 1985-2015년 종교인구 변화

단위: 천명

1985년 1995년 2005년 2015년

종교인구 비율 종교인구 비율 종교인구 비율 종교인구 비율

불교 8,059 46.9% 10,321 45.7% 10,726 43.0% 7,619 35.4%

개신교 6,489 37.7% 8,760 38.8% 8,616 34.5% 9,676 44.9%

가톨릭 1,865 10.8% 2,950 13.0% 5,146 20.6% 3,890 18.0%

기타 788 4.6% 565 2.5% 481 1.9% 368 1.7%

전체 17,201 100% 22,596 100% 24,969 100% 21,553 100%

자료: 통계청 자료 재분석

1985년에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종교인구의 95.4%를, 이외 기타 종교가 

4.6%를 차지하고 있었다. 1995년에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종교인구의 

97.5%를, 이외 기타 종교가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5년에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종교인구의 98.1%를, 이외 기타 종교가 1.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리고 2015년에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98.3%를, 이외 기타 종교가 1.7%를 차

지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3종교가 그 동안 종교시장의 95-98%를 

3) 이시윤･오세일, ｢한국 종교지형에 대한 이론 분석과 통합 과제｣, �사회 이론� 제48호(서울: 한국

사회이론학회, 2015),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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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교인구 대비 3종교의 비율이 1985

년 95.4%, 1995년 97.5%, 2005년 98.1%, 2015년 98.3%로 점차 증가하면서 그 종

교과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2) 포교 경쟁

(1) 한국종교의 사회운동

한국사회 종교시장의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은 사회변

화에 따라 포교 방편을 달리하여왔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3종교는 사회운동

의 핵심 주체로써 사회변화를 이끌어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포교의 기능도 상

당 부분 갖추어져있다. 종교는 자신의 교리와 사상을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역

설하고 설파(說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통하여 사회에 참여함으로

써 자신의 교리와 사상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이에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이 모두 한반도에 전래된 개항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종교의 사회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항기-광복기의 시대상황은 일제강점기로 대변될 수 있으며, 불교와 개신

교는 전민족의 사회문제인 항일운동에 주도적으로 동참하였다. 불교의 조선

불교청년총동맹과 만당(卍黨), 개신교의 애국부인회와 YWCA가 대표적인 독

립운동단체였다. 국외에서는 상해임시정부에 두 종교의 인사들이 가담하였다.

그러나 개신교와 가톨릭의 서구 선교사들은 민족문제인 항일운동에 부정

적이었다. 서구 선교사들은 비정치화 전략을 내세워 한국 교회를 점차 민족문

제에서 분리시켜서 신앙운동을 전개하였다.4) 가톨릭의 서구 선교사들은 특히 

한국 가톨릭 교인들의 항일운동을 적극적으로 막았으며, 3･1운동에 참여한다

는 이유로 신학생들을 퇴학시키는 것도 불사하였다.5) 

서구 선교사들의 신앙과 민족 문제의 분리 정책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포교

4) 조창연,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개신교의 변화와 그 이념적 분화｣, �신학과 실천� 제19호 하권

(천안: 한국실천신학회, 2009), pp.245-246.

5) 윤용복, ｢일제 강점기 천주교 선교사들의 한국 인식｣, �한국학연구� 제62집(서울: 고려대학교 한

국학연구소, 2017),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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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교육과 의료 등에 집중하도록 이끌었다. 개신교의 서구 선교사들은 교회뿐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였다. 교회, 학교, 병원이 삼각편대

를 이루는 소위 트라이앵글 메쏘드(triangle method)로 지칭되는 간접포교에 의

한 사회운동을 펼쳤다.6) 그리고 가톨릭의 서구 선교사들은 의료, 임종봉사, 상

가(喪家) 돌보기 등의 사회복지 활동과 초등교육 위주로 사범학교, 기술학교 

정도의 교육 사업을 포교의 차원에서 전개하였다.7)

1950-60년대, 한국불교의 전통교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은 불교

계 내부의 비구와 대처간 분규인 ‘불교정화운동’의 격화로 외적인 포교에 나

설 여력이 없었다. 다만 이 시기, 신생종단인 대한불교진각종(1947년, 이하 진

각종)과 대한불교천태종(1969년, 이하 천태종)이 창종되면서 한국불교의 포

교 공백을 메꿀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개신교와 가톨릭은 공히 6.25 한국전쟁 이후 산업입국의 기치 속

에서 희생된 노동자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선교운동을 전개하였다. 

개신교의 산업선교운동은 1957년 4월 예수교장로회의 통합전도부 산하 산업

전도위원회로부터 시작되며, 1961년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설립된 후 도시

산업선교회(1968년)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사회복지선교회(1996년)로 이름과 

활동 방향을 바꾸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가톨릭의 산업선업교운동은 1958년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를 필두

로 하는데, 이 청년회의 초기 활동은 빈민촌 무료진료, 윤락여성 선도, 서독파

견 간호원과 광부들을 위한 활동, 가정부 생활실태 조사 등이 주였다. 그 뒤 

1960년대 산업화와 함께 급증한 근로청년들을 활동 대상으로 한 인권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8)

6) 조기룡a, ｢한국종교 사회운동의 패러다임 변화연구-불교와 개신교의 사회운동 전개과정을 중심

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제66집(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p.7.; 연희전

문학교(현 연세대학교 전신), 배재학당(현 배재대학 전신), 이화학당(현 이화여자대학교 전신) 등

이 당시 설립된 대표적 대학교들이다.

7) 박일영, ｢한국 근현대 사회변동에 따른 천주교회의 모색과 적응｣,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제52

집(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2), p.112.

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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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유신통치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에서 종

교계는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게 되었고, 그러한 민주화운동이 불교에서는 민

중운동으로, 개신교에서는 1970년대 빈민선교운동과 1980년대 민중선교운동

으로, 가톨릭에서는 1970년대 정의구현운동과 1980년대 빈민운동으로 발전

하였다.

불교계 민주화운동의 핵심 동력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이었다. 

대불련은 어용불교, 호국불교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민중불교를 제창하였으

며, 1975년 ‘민중불교회’를 결성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은 1981년 ‘사원화

운동’, 1985년 ‘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 1986년 ‘정토구현전국승가회’와 

‘해인사 승려대회’,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민주헌법쟁취불

교운동본부’로 계승된다.9)

개신교의 민주화운동은 1970년대에는 운동권 엘리트 중심의 도시빈민지역 

철거반대운동인 ‘빈민선교운동’으로 전개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대

중적 기반 하에서 교회의 민중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민중교회가 등장하면

서 ‘민중선교운동’으로 전개된다.

가톨릭의 민주화운동은 1970년대 정의구현운동으로 전개된다. 그 단초는 

전술한 1958년 출범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로부터 시작하며, 1974년 ‘천주

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결성, 1976년 명동성당민주구국선언사건, 그리고 

한국가톨릭농민회가 이끈 1979년 오원춘 사건 등으로 이어진다.10) 이후 1980

년대 들어서는 천주교도시빈민회(천도빈)과 빈민사목위원회가 주축이 된 빈

민운동의 양태로 전개된다.11) 

1990년대 이후, 종교계의 사회운동은 계급투쟁적인 구(舊)사회운동에서 벗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ridx=0&tot=2730)

9) 조기룡a, 앞의 글, pp.14-15.

10) 박일영, 앞의 글, p.119.

11) 빈민사목위원회는 제도화된 교회내(敎會內) 단체인 반면 천주교도시빈민회는 비제도화된 교회

외(敎會外) 단체라는 차이점이 있다.; 박보영, ｢천주교 빈민운동의 형성과 전개｣, �상황과 복지�제

29호(인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0),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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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추구하는 신(新)사회운동으로 전환한다. 1993년 문

민정부 수립과 더불어 민중이 아닌 시민이 시대적 화두로 대두하면서 사회운

동 전반이 계급투쟁적 인권운동에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으로 변화함에 따른 종교계의 수용이다.12) 

이에 불교, 개신교, 가톨릭은 공히 인권의 영역은 물론 경제, 통일, 환경, 지

역 문제,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운동’을 전

개하고 있다.13) 더불어 3종교는 이와 같은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지역공

동체운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1995년, 4대 지방선거 도입으로 인한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민적, 생활적, 문화적 의제를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변화

시키는 지역공동체운동이 지역포교로써 자리 잡은 것이다. 

(2) 한국종교의 포교갈등

한국은 불교, 개신교, 가톨릭, 유교, 자생적 민족종교를 비롯하여 샤머니즘

까지 어우러져 공존하는 다종교사회이다. 세계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여러 종교들이 큰 충돌 없이 지내는 사회로 인식되어져왔다. 그

러나 1985년 이래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종교인구가 2015년에는 

급감하였기에 향후 신도 확보를 둘러싼 포교의 강화, 경쟁, 그리고 갈등을 예

상할 수 있다. 

한국종교의 포교갈등은 주로 불교와 개신교간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그 갈

등사례들은 ① 땅 밟기, ② 성시화(聖市化) 운동, ③ 국고 지원 논란 등으로 범주

화할 수 있다. ①과 ②는 종교단체간 포교갈등임에 비하여, ③은 종교단체와 

정부기관간 포교갈등이다. 

개신교인이 사찰을 찾아와 예배를 하며 사찰이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땅 밟

기’는 여호수아 제6장 <여리고 성(城) 함락>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인 여리고 성이 여호와의 지시에 따른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너희에

12) 조기룡a, 앞의 글, p.27.

13) 앞의 글,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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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라고 외칠 것을 이르니, 백성들이 크게 외쳤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다는 내용이다. 

조계사, 봉은사, 동화사 등 여러 사찰에서 이루어진 땅 밟기는 개신교인의 

관점에서는 종교적 기도행위일 수 있다. 하지만 사찰 경내를 돌고 법당에 들어

가 사찰이 무너지라고 외친 행위는 여리고 성의 함락 당시 상황을 모방한 것으

로 시대착오적이며 상황착오적인 행동이다. 이와 같이 이웃의 교회가 이웃의 

사찰을 전쟁의 적으로 간주하는 땅 밟기는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저지른 사건

이지만 지속성과 의도성으로 볼 때 간과하기 힘든 포교갈등 사례이다.14)

‘성시화 운동’이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란 성경의 구절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에 이루어 부패하고 타락된 도시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어 복음이 충분한 성

시(聖市)로 만들겠다는 부흥운동이다.15)

성시화 운동의 효시는 16세기 종교개혁가인 쟝 칼뱅(Calvin, Jean)이 스위스 

제네바시를 지배할 때부터이다. 한국에서 성시화 운동은 고(故) 김준곤(1925∼ 

2009) 목사에 의해 강원도 춘천에서 1972년 처음 시작됐다.16) 세간에 이 운동

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04년 정장식 전 포항시장의 시 예산 1% 성시화운동 사

용 의지 발언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봉헌 발언을 하

면서부터이다. 이후 성시화 운동은 지자체의 기관장으로 당선된 개신교인들

에 의해 공개적인 선교운동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7)

현재 성시화 운동은 대한민국 성시화 운동본부와 전국 홀리 클럽(Holy 

Club) 연합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성시화 운동을 교

회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도시로, 그리고 도시에서 국가로 단계적으로 확장

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시화 운동은 다종교국가인 우리나라의 정

14) 조기룡b, ｢이명박 정부 시기의 종교갈등 사례와 그 해소를 위한 실천방안｣, �불교학연구�제29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11), pp.388-390.

15) 대한민국 성시화 운동본부 홈페이지(http://www.holy25.com) 참고

16) �국민일보�, 2010.09.08.

17) 조기룡b, 앞의 글, 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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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회･문화･교육 등 사회의 모든 영역을 기독교화하겠다는 의도의 표현이

기에 타종교인 내지 무종교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만이 존재하는 국가

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배타적 이념이 될 수밖에 없다.18)

‘국고 지원’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초월하여 종교 

중립적으로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개신교와 불교는 각

자의 관점에서 상대종교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신교가 불교의 국고지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대표적 문제로는 템플스

테이 예산 지원과 문화재 보수 지원을 들 수 있다. 반대로 불교가 개신교의 지

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로는 종교사학 지원금과 종교계 사회복지시설 지

원금이 해당한다.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은 불교문화를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 관광자원으

로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국고가 투입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개신교는 명

목상은 전통문화체험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불교의 새로운 포교방법’이자 ‘불

교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주장한다.19)

문화재 보수 지원은 불교문화재가 불교계 소유의 종교문화유산이지만 국

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문화재 유지･보수

금이다. 그러나 개신교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총 신도 수가 불교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 더 많은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종교편향이라고 지

적한다.20)

종교사학 지원금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을 통해 ‘재정

결함보조’ 항목으로 사학에 지원하는 예산 중 종교계에서 설립한 사학에 지원

한 예산을 지칭한다. 종교사학은 불교계 사학보다는 개신교계 사학이 월등히 

많다. 하지만 불교계는 개신교 사학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대부분 인

건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선교행위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18) 앞의 글, p.392.

19) 앞의 글, pp.395-396.

20) 앞의 글, 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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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21)

종교계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공적 기능이 강하

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불교계는 종교사학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개신교계의 사

회복지시설에 불교계에 비하여 훨씬 많은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

기한다.22)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고지원을 둘러싼 두 종교의 주장은 다분히 아전

인수(我田引水)의 성격이 강하다. 개신교와 불교가 상대방의 명분과 현실에 대

한 이해는 애써 모른 체하고 각각의 사례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모순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각 종교의 포교는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

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은 국고를 포교

에 사용하고자 한다. 이로 인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종교간 포교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2. 소수종교의 종교시장 진입 장벽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과점은 소수종교의 종교시장 진입 시 장벽의 존재를 

추정하게 한다. 3종교가 적극적인 포교로 절대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

지만 국가와의 정치 역학 관계가 과점 구조의 형성에 조력하였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즉 종교적 경쟁의 공정성과 종교적 다양성을 해치는 종교 입법과 정책

들의 편향성에 의해 국민의 합리적 종교 선택을 교란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23)

2015년 현재 3대 기성종교의 시장점유율이 98.3%이면 소수종교의 성장이 

구조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것이고,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주요하게 기여한 것

이 바로 과거 정권들과 3대 종교에 의해 제정된 종교법령들이다. 

약 100년 전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포교규칙(조선총독부령 제83호, 1915년 

21) 앞의 글, pp.396-397.

22) 앞의 글, p.397.

23) 유광석, �종교시장의 이해�(서울: 다산출판사, 2014),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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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제1조는 ‘종교라 부르는 것은 신도(神道), 불도(佛道) 및 기독교(基督敎)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외의 모든 종교를 유사종교 또는 종교유사단체라

고 불렀다. 이와 같이 국가정권에 의하여 ‘종교’가 정의되고 한정됨으로써 이

외의 소수종교는 ‘미신’, ‘사이비’, ‘사기’ 행위로 치부될 여지가 커진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 특혜적인 

경제 전략, 법적･정치적 전략, 교육･문화 전략을 구사했다. 경제 전략으로는 

적산(敵産)에 대한 사용권 허용과 헐값 불하, 종교법인과 전문 종교인에 대한 

면세나 비과세 감세 혜택 제공, 외국의 선교자금에 대한 환율 혜택 제공, 농지

개혁 당시 종교에 대해 광범위한 예외 인정, YWCA 등 종교단체 회관건립에 

재정 지원 등이 있다. 법적･정치적 전략으로는 일요일 공휴일제도 도입, 개신

교에 형목 제도 허용, 군종제도의 도입과 운영, 개신교와 가톨릭에게 포로수용

소 내 선교활동 허용 등이 있다. 교육･문화 전략으로는 공영방송을 통한 선교･

포교 방송 허용, 종립대학 설립 허가, 기독교 상징이 들어간 기념우표･연하우

표･연하엽서 발행,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씰 발행, 초대형 대중전도집회

의 허용과 지원, 개신교방송(기독교방송, 극동방송) 설립허가, 기독교방송의 

광고 및 보도 기능 허용 등이 있다.24)

반면 박정희 정권은 종전에 기독교만이 누리던 특혜들의 대부분을 한국 최

대 종교인 불교로 확대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군종제도에 군승(軍

僧) 참여, 불교의 교도소 포교 허용, 그리고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승인이다. 나

아가 박정희 정권은 주요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도 허용하여 불교계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 불교계에 혜택을 제공했다고 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종전의 혜택들을 철회한 것은 아니었다. 종전의 혜택에 더하여 국회조찬기도

회와 국가조찬기도회의 도입, 경목(警牧, 경찰선교) 제도와 향목(鄕牧, 예비군 

군종) 제도의 도입, 전국신자화운동(全國信者化)운동과 초대형 대중전도집회

의 허용과 지원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특혜적 조치들을 새롭게 베풀었다.25)

24) 강인철,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 1945-2012�(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3), pp.36-42.

25) 앞의 책,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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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에서 보여주었던 3종교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혜택들은 전두

환 정권과 노태우의 군사정권은 물론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

현 정권에서도 새롭게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다. 경제 전략으로는 공립 사회복

지시설들의 종교계 위탁경영과 재정보조, 종교계 보유 지정문화재의 보수･정

비를 위한 재정보조, 신도시 건설 시 별도의 종교부지 제공, 종교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재정보조, 종교계 문화재 보존 및 전시 시설 건립 지원, 템플스테

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있다. 법적･정치적 전략으로는 나라와 국가원수를 

위한 기원법회 개최, 경승(警僧)제도 허용, 민영 종교교도소 설립 허용 등이 있

다. 교육과 문화전략으로는 1980년 언론통폐합 시 가톨릭의 ｢매일신문｣에 특

혜 부여, 가톨릭 기념행사와 교황 방한을 기념하는 우표와 주화 발행, 종교방

송과 종교계 종합일간지의 인가 등이 있다.26)

이상과 같은 국가권력의 종교계에 대한 지원은 소수종교들도 그 혜택을 누

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과점을 형성한 3종교계가 유리한 위

치에 있었으며 사실상 대부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과점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신인 고(故) 김금화27)의 회고자료는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국가권력에 의

한 소수종교의 진입장벽에 대한 실질적 이해에 도움을 준다.28)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이 나서서 굿과 무당을 배척했다. 외할머니는 걸핏

하면 주재소에 불려 다녔다. 무당이라는 까닭 때문이었다. 굿을 내놓고 

할 수 없어 강변에 있는 굴에 숨어들어가 굿판을 벌였다. 동네사람들은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는 척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굿하는 곳으로 

모였다. 외할머니는 밤이 되어서야 살그머니 다시 굴에 들어가 무구를 

꺼내오곤 했다. 그래도 주재소 순사는 무당들을 잡아다 무구를 내놓으라

고 닥둥구리를 쳤다.

26) 앞의 책, pp.36-44.

27) 김금화(1931-2019)는 현대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무당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였다.

28) 김금화, �비단꽃 넘세�(서울: 생각의 나무, 2007), pp.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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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시기에는 ‘무당은 인민의 정신을 좀먹는 반동분자’라고 해서 

축출대상이었다. 가뜩이나 물자가 귀할 때 아까운 음식을 해놓고 허무맹

랑한 소리를 지껄인다고 걸핏하면 목에 총을 들이댔다. 근대화 물결이 

밀어닥친 1960년대에는 한층 더 심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네 무속에 가

장 큰 아픔을 남겼다. 굿은 곧 ‘미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다. 동

네에 있던 마을 굿당들을 다 없애고 일반 가정에서도 굿을 일절 못하게 

만들었다. 어쩌다 굿이 났다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러고는 무당을 짐짝처럼 끌어내고 구둣발로 신성한 무구를 짓이겼다.

김금화의 회고는 비록 무속에 한정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3종교의 과점 속

에서 소수종교가 미신으로 치부되며 소외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국사회의 3대 종교가 종교적 헤게모니(hegemony)를 장악한 것은 종교시

장의 관점에서 다른 종교들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종교 선택 폭을 좁

히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IV. 한국불교의 포교정향: 붓다의 전법교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

으로

1. 양적 성장의 탈피와 중생고의 해소

<표 1>은 한국사회 종교시장의 격화를 보여준다. 1985-2005년은 종교인구 

수에 있어서 불교가 개신교에 앞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가톨릭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2배 이상 신도가 늘어났다. 그러나 2015년에는 이와 같았던 종

교시장 상황이 급변하였다. 그 동안의 1위와 2위의 순서가 바뀌어 개신교가 1위, 

불교가 2위가 되었으며, 성장세를 지속하던 가톨릭은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종교인구 순위가 뒤바뀐 1위와 2위간 포교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

황에서 성장세가 멈춘 가톨릭도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게 될 것임으로 한국

의 종교시장에서 이 3종교간 과점적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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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한국종교시장을 과점하고 있지만 종교선택의 택

일적 특성상 과점에 의한 공존보다는 3종교간 경쟁, 특히 개신교와 불교의 경

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종교시장화와 종교경쟁 속에서 불교의 교세 확장은 분

명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포교의 목적을 단순히 신도 수를 

확보하는 교세 확장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신도뿐만 아니라 스님마저

도 감소하는 현실에서 교세 확장은 한국불교의 성쇠가 걸린 문제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 상황에서도 붓다의 포교 정신과 포교의 근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붓다는 왜 포교를 했으며, 포교는 왜 하는 것인가? 불교의 포교를 

알기 위해선 붓다가 왜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은 바를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하였

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35세에 깨달은 붓다는 80세에 이르기까지 45년간

을 한번 본적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구(老軀)를 이끌고 매일같이 뜨거운 

인도의 거리로 나섰다. 붓다는 아난다에게 힘든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아난다여, 나는 지치고 나이 들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들었다. 나는 

80세이다. 아난다여, 낡아버린 우마차가 가죽 끈으로 보강하지 않는다면 움직

일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신체는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다.”29)

붓다가 이와 같이 몸조차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생들을 찾아 포교

에 나서 것은 결코 신도 수를 늘리고자 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생들을 고에

서 벗어나게 하고픈 자비심이었다. 생로병사의 고에 빠진 중생들에게 붓다 자

신이 깨달은 법을 전하여 스스로 고(苦)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중생고의 해

소가 붓다의 포교 목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교의 목적을 교세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

하다. 흔히 사람들은 포교를 교세 확장 즉 신도 수를 늘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는 한다. 물론 신도가 줄어들면 종교조직도 쇠퇴하기 때문에 불교도 교세 확장

을 고민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교의 포교 목적을 교세 확장이라고 치부해서는 

29) ｢포교 목적은 교세 확장이 아니다｣, �법보신문�,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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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신도 수가 늘어나는 교세 확장은 포교에 의한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졌

을 때의 부수적 결과이지, 그것을 포교의 목적 그 자체라고 하기는 힘들다.30)

2. 영적 마케팅의 지양과 종교성의 지향

물신주의가 팽배한 사회상황에서 종교의 포교마저도 존속과 성장을 위하여 

종교로서의 성적(聖的) 정체성을 망각하고 속적(俗的) 상업화와 영리화를 지향

하고 있다. 종교의 포교가 영적(靈的) 마케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의 영적 

마케팅은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가 �Market 

3.0�에서 제시한 영적 마케팅과는 다른 의미이다.31) 그는 마케팅을 위해서는 소

비자의 영성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의미의 영적 마케팅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영적 마케팅은 영성(靈性) 자체를 판매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영적 마케팅을 불교의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여 포교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의 포교는 재원 확보를 위한 영적 마케팅 보다는 종교성의 지향

이어야 한다. 종교성(宗敎性)이란 신(神) 또는 진리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

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성향을 일컫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포교란 인간들이 붓다의 가르침[佛法]에 의존하여 자신의 고뇌를 해결

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포교란 매

불(賣佛)을 통한 재원의 마련이 아닌 교화를 위한 전법이어야 하는 것이다. 전

자가 영적 마케팅의 시각이 강하다면 후자는 종교성 지향의 시각이 강하다.

포교가 영적 마케팅이 되어버리면 사찰은 붓다의 가르침을 상품으로 여기

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고귀한 진리인 붓다의 가르침일지라도 그것

이 상품이 되는 순간부터는 고객에게 팔려야 된다. 영적 마케팅이 성행하는 종

교시장에서 종교는 잘 팔리기 위하여 자신의 종교가 사람들에게 복(福)을 잘 

30) 앞의 글.

31) 필립 코틀러는 판매자가 소비자를 마음과 심장, 영혼이 깃든 전인적(全人的) 존재로 바라보고 접

근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소비자의 영성까지 감동시켜야 한다는 의미의 영적 마케팅을 주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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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사찰은 ‘복(福)’을 강조하고 신도들은 복을 빈다. 이를 기복불교(祈福佛敎)라 

한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붓다와 예수의 가르침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복에만 

관심이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돈, 건강, 출세, 자녀, 사업, 승진 등에 모아진다. 

그러나 불교는 본래 자기가 스스로 닦아 붓다가 되는 자력신앙이기에 부처님

에게 복을 구하는 타력적 신앙행위인 기복행위는 신도를 불자답게 살지 못하

게 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만 한다. 오로지 자신의 복만을 갈구하는 사람은 붓

다의 삶도 그 가르침도 알고자 하지 않는다.32) 

영적 마케팅에 충실한 몇몇 승려들은 종종 붓다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말과 

행동을 불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여기고 행하기도 한다. 붓다의 가피를 내세워 

고가의 재(齋)를 지내기도 하고, 다양한 기도를 유도하여 기도비를 받기도 한

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사찰의 재원 마련을 위한 영적 마케팅은 될 수 있으

나 종교성을 제고시켜주는 포교가 되기는 못한다. 

한국불교의 포교가 영적 마케팅 보다는 종교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왜 붓다

가 범부들은 그토록 갈망하는 왕자의 지위와 부 그리고 명예를 버리고 출가하

였는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붓다의 삶과 가르침을 이해하는 과

정 속에서 갈구하는 부와 명예가 오히려 자신들을 고해(苦海)로 빠져들게 하는 

원인임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부와 명예를 구하는 행위가 스스로 고통을 얻

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스스로 기복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33) 나아가 그 영향으로 한국불교는 포교를 영적 마케팅

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인간의 종교성을 이끌어주는 전법교화로 인식할 것이다.

3. 불교교단의 리더십 확보와 승가의 탈세속화

포교는 승가의 양대 본본사 중 하나이다. 승가는 수행과 포교를 본분사로 한

다. 수행은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과정이며, 포교는 그 깨달음을 사회화하는 

32) ｢스님도 재가불자도 ‘불자답게 살자’｣, �법보신문�, 2016.10.19.

33)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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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다. 그런데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필요하다. 포교의 주체에는 승

가와 재가가 모두 해당되나, 승가가 보다 우선함에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

다. 승가는 불법의 상속자이자 재가의 귀의처이자 인천(人天)의 스승이라 불리

기 때문이다.

포교는 붓다의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교의 

주체는 스승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리더십(leadership)은 추종자가 지도자

로부터 자신과는 다른 우월함 혹은 수승함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그

런데 사람들은 종교지도자, 특히 승려들에게서 범부와는 다른 출세간적인 삶

을 기대한다. 사람들은 오탁악세(五濁惡世)에서 탈세속적 삶을 살아가는 승가

의 모습에서 범부인 자신과는 다른 수승함을 느끼고 존경하는 것이다.

이는 승가 리더십의 핵심이 탈세속화에 있음을 의미한다. 탐(貪)･진(瞋)･치

(癡)에 빠진 세속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는 다른 출세간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승가의 탈세속적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

금 귀의감(歸依感)과 추종심을 생겨나게 하는데, 그것이 포교 지도자로서 승가

의 리더십을 형성하게 해준다. 

오늘날 한국불교는 빠르게 세속화되고 있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로 대변

되는 현대사회에서 ‘승려의 가치관’은 세속의 물신주의에 젖어들고 있으며, 

‘승가의 운영’은 세속의 조직과 다름없이 영리화･정치화하고 있으며, ‘종단의 

규율’은 세속의 법령을 모방하고 있다. 이러한 세속화는 한국불교가 한국사회

의 병폐를 동일하게 겪도록 만들었으며, 사람들은 세속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불교교단의 모습에 실망한다. 불교교단의 세속적 양상이 포교에 필요한 리더

십을 확보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한국불교의 탈세속화는 불교포교의 핵심동력이다. 승려의 가치관은 물질 

중심의 세속적 가치관과는 달리 정신에 중심을 두고, 그것으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동력을 삼아야 한다. 승가의 운영은 세속의 경쟁과 승패가 아닌 협력

과 상생을 이루어야 하고, 그것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종

단의 규율은 처벌 중심의 세속 법령과는 달리 참회에 중심을 두고, 그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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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과 사회의 회심(回心)을 일으키는 동력을 삼아야 한다. 

그런데 승려 가치관, 승가 운영, 그리고 종단 규율이 포교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는 요체(要諦)는 화합이다. 승려의 가치관이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소유에 빠져 화합하지 못하게 되고, 중생의 모범이 될 수 없다. 승가의 운영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승패가 생겨 화합하지 못하게 되고, 사회의 모범

이 되지 못한다. 종단의 규율이 처벌적으로 집행되면 참회가 없어서 화합하지 

못하게 되고, 중생과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승(破僧)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불교교단에 있어서 화

합은 불교포교의 최고 조건이다. 현재 한국불교의 종단들은 문중, 계파, 선거, 

소유 등의 세속적 요인으로 인한 화합이 깨진 파승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표출

하고 있다. 이러한 승가의 불화는 불교교단을 사회의 문젯거리로 전락시켰고 

사람들은 실망하여 불교를 멀리하게 만들었다. 이는 한국불교가 화합 승가를 

구현하여 사회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포교의 중요 과제임을 상기시켜주

는 대목이다. 

4. 종교간 대화 모색과 화쟁의 실천

우리나라는 종교백화점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종교들

이 있다. 이 다양한 종교들은 각각 자기 종교의 가르침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포교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에 따라서는 타종교의 가르침을 존중하

는 경우도 있지만 타종교를 이단시하여 공격하는 종교도 있다.34) 그 과정에서 

어떤 종교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것처럼 타종교의 자신과는 다른 일면만

을 보고, 타종교의 전체를 외면하고 경시한다. 포교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모든 갈등의 해소에는 대화가 전제된다. 종교의 포교 갈등 역시 종교간 대화

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종교간 대화의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그

러나 종국에는 일방이 타방을 이단시하고 경시하면서 대화는 중단되거나 형

34) 김희중, ｢종교간 대화의 현실과 필요성｣, �종교간 대화의 이론과 실제�(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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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이루어지고는 했다. 

본장에서는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타종교에 우위에 두지 않으면서 종교간 

대화를 위한 불교적 대화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원효의 화쟁(和諍)은 갈등해

소를 위한 불교계 대화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화쟁은 말의 부정확성을 전제

로 하고, 그에 따른 ① 언표(言表)의 본뜻 이해, ② 화자(話者)의 정확한 의사 표

현과 청자(聽者)의 올바른 이해, ③ 아집(我執)의 타파와 부분적 타당성의 수용 

등을 방법으로 한다.

종교간 대화에는 이 한 가지 전제와 세 가지 방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다. ‘말의 부정확성’이란 말은 본래 명(名)과 의(義), 즉 이름과 뜻이 불일치하다

는 것이다. 이름은 가리키는 것이고 뜻은 가리킴을 받는 대상이다. 그런데 이

름과 뜻, 즉 가리키는 것과 가리킴을 받는 대상은 고정불변의 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름과 뜻의 관계는 말이 매개가 되어서 맺어지는데, 모든 말에는 불

변의 본성이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인들은 나비와 나방을 구별하지 않는다. 나비와 나방이라는 각각의 

대상(뜻)은 있지만 각각을 지칭하는 이름은 별도로 없기에 나방도 나비도 모

두 ‘빠삐용(papillon)’으로 부른다. 이와 같이 말은 대상과 이름을 불일치하게 

전달한다. 말은 부정확한 것이다. 

원효는 이것을 일컬어 “일체 언설은 가명(假名)이어서 실체가 없다.”35), “능

연(能緣, 생각하는 마음 작용)이니 소연(所然, 마음 작용에 의해 포착된 대상)이

니 하는 것이 다 본래 이름뿐이요, 자성(自性)이 없다.”36)고 하였다. 

‘언표의 본뜻 이해’란 말이 부정확한 것이기에 말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언

표(言表)]의 본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는 추상성이 강하기 때문

에 말로 표현하기도 그를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러함에도 각 종교가 본래 속성

이 부정확한 말에만 집착한다면 상호간에 말꼬리만 잡게 되고 상대종교의 견

해는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각 종교가 상대의 말을 새겨듣고 

35) �大乘起信論別記� 韓佛全Ⅰ. 744a. 諸言說唯是假名 故於實性不得不絶.

36) �金剛三昧經論� 卷下, 韓佛全Ⅰ. 669c. 能緣所緣 俱是本來但名無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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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살려서 표현하고 이해한다면 상대의 견해를 수용하기 용이한 상황이 된다.

이에 원효는 “말과 같이 취하면 모두 다 허용되지 않고, 뜻을 얻어 말하면 용

납하지 못할 것이 없다.”37)고 했다. 서로가 언어의 본질이나 한계를 모르고 사

용한 말을 맹신함으로써 일어나는 공허한 논쟁을 경계해야 상대방의 본래 의

도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화쟁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의 정확한 의사 표현과 청자의 올바른 이해’는 언표의 본뜻 이해에 수

반되는 화쟁의 방법이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

게 말하고, 듣는 사람은 말에 집착하지 말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시종일관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상

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부정확하게 말을 한다. 또한 사람들

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화자의 말하고자 하는 바의 본래 뜻이 아니라 말 자

체에 집착하고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간 쟁론의 화쟁을 이루기 위해선, 

화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밝힘에 있어서 말로 나타내고자 하

는 바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하고, 청자의 입장에서는 상대 종교의 말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말이 내포한 뜻을 살려서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아집의 타파와 부분적 타당성의 수용’이란 나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고 상

대의 주장은 전적으로 틀렸다는 집착을 버리고 나의 주장과 상대의 주장이 모

두 부분적으로 타당할 수 있음을 수용하는 것이다. 

편협한 생각에 얽매여 일방적으로 한 면에 집착하거나 한 가지 입장만을 절

대시하여 집착하는 사람들은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격이다. 원효는 종파

(宗派)간 이설(異說)에 대한 쟁론을 다음과 같이 빗대어 비판한다. 

자기가 조금 들은 바 좁은 견해만을 내세워, 그 견해에 동조하면 좋다고 

하고, 그 견해에 반대하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마

치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 구멍으로 하늘을 보지 않

는 모든 사람들은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적은 

37) �金剛三昧經論� 卷中, 韓佛全Ⅰ. 638a. 如言而取 所說皆非 得意而談 所說皆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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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믿어 많은 것을 비방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한다.38)

종교간 상호배타적 자기주장은 부분적 타당성을 붙들고 그 완전성만을 주

장하는데서 비롯된다. 각 종교가 부분적 타당성에 안주하여 그것으로써 완결

시키려는 태도는 상대 종교의 부분적 타당성을 배척하게 만들어 상호간 이해

를 어렵게 만든다. 종교상호간 갈등에서 나타나는 배타적 주장은 흔히 무조건

적･절대적･전면적 진술로써 독단적이고 독선일 뿐만 아니라 상대종교에 대

해선 무지하기까지 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교가 서로 혹 놓쳐버린 상대방의 

조건들을 포착하고 수용하여 자기보완과 수정을 하여야 한다. 

이상의 종교간 대화의 모색을 위한 화쟁적 실천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종교간 화쟁을 위해서는 본래 속성이 부정확한 말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말하고자 하는 바의 본뜻을 살려서 이야기하고 들어야 한다. 이때 화자는 정확

히 의사를 표현하고, 청자는 말이 나타내고자 하는 본래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

여야 한다. 또한 나의 주장만이 전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 주장의 

부분적 타당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쟁의 방법으로 종교간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유일신’ 사상 등의 교리에 

직면하는 순간 종교간 대화는 단절될 수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선 종교간 공

통분모의 실현에 대화를 집중해야 한다. 종교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종교가 인

간 자체와 인생살이에 대한 근원적 해답을 모색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드물다. 

종교가 인간의 삶과 관련된 근원적 가르침이라면 서로 다른 종교일지라도 공

통분모가 존재할 것이다. 이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인간이 보다 바르고 행복하

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대화하는 것이 종교간 대화의 첩경이 될 것이다.39)

아울러 종교간 대화와 종교간 포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종교간 대화는 각 

종교의 종지는 논외로 하고 상대의 종교신행을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

38) �菩薩戒本持犯要記』 韓佛全Ⅰ. 583a. 彼自少聞 專其狹見 同其見者 乃爲是得 異其見者 咸謂脫失. 猶如有

人 葦管窺天 謂諸不窺其管內者 皆是不見蒼天者矣 是謂恃小誹多遇也.

39) 김희중, 앞의 글, pp.13-14.



170   불교학연구 제58호

는 행위이고, 종교간 포교는 상대방의 종지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논의의 대상

으로 해서 상대를 설득하여  자기종교를 상대가 신행케 만드는 개종행위이다. 

대화는 갈등이 생겨도 말로 하는 쟁(諍,) 즉 논쟁(論諍)과 쟁론(諍論)에 머물지

만 포교는 물리적 충돌이 수반되는 쟁(爭), 즉 투쟁(鬪爭)과 전쟁(戰爭)으로 비

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V. 결언

종교시장은 그 용어 자체가 도발적이다. 성(聖)스러운 종교가 속(俗)스러운 

시장으로 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감성적 이질감에

도 불구하고 종교시장화는 현실에서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거스를 수 없

는 세속화에 따른 사회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포교의 관점에서는 종교

시장화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 종교시장에서는 인간

의 고통을 해소하고 그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야 할 불교의 포교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듯이 붓다의 법을 파는 매불(賣佛)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종교시장화의 상황에서, 한국불교가 종교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정향은 붓다의 

전법교화에서 강구함이 타당하다. 불교의 교조인 붓다의 전법교화는 시대를 

초월한 최고의 포교 지남(指南)이기 때문이다. 붓다의 전법교화에 의하면 포교

는 중생고의 해소여야 한다. 중생고의 해소, 즉 인간의 행복이 종교를 초월한 

포교의 주요 목적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기 힘들다. 

이는 불교의 포교가 교단의 영리를 위한 매불(賣佛)이 아닌 인간의 행복을 

위한 전법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혹여 오늘날 한국불교가 중생고의 해소보다

는 신도 수를 늘려서 사찰의 외형을 증대하고자 하는 왜곡되고 편향된 포교를 

지향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룬 한국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오늘날 자성은 종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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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국불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음을 상품화하여 괄목할 만큼 신도를 

모으고 초대형교회를 지었지만 정작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는 목

소리는 불법(佛法)의 마케팅을 고민하는 한국불교에 경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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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marketization refers to the phenomenon that religions exist as if they 

were commodities to be chosen fro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In this phenomenon, propagation becomes a spiritual marketing that sells holy 

religions as if they are secular products.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religious 

marketization of Korean society from a critical perspective and then suggests the 

missionary orientation to help propagation to be Dharma-transmission and 

edification, not to sell Buddha. 

The religious market in Korean society is shared by three main religions: 

Buddhism, Christianity, and Catholicism. Minority religions face barriers to entry.  

This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active propagation of the three main religions. 

However, the influence of biased legislation and policy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se three religions cannot be overlooked. 

As the religious population decreases in Korean society, each religion fiercely 

propagates their doctrines, subsequently, intensifying religious marketization. In 

this market of religions, in order for Buddhist propagation to become edification, 

not to sell Buddha,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how and why the Buddha taught 

people. The orientation of propagation following the path that the Buddha showed  

can be found in the following: ① To relieve sentient being’s pain instead of 

expanding the Buddhist power and organizations ② To focus on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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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mind instead of spiritual marketing ③ To obtain the leadership of 

Buddhist body through de-secularization of Buddhist monks and nuns ④ To get 

involved in inter-religious dialogue under the spirit of Harmonizing Disputes.

Keywords 

Korean Buddhism, Korean religion, religious market, propagation, harmonizing disputes,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inter-religious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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