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사회 이젠 종교의 자유보다 

동성애자 차별금지가 먼저

   미국의 대표적 동성애자 권익옹호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후 이제
는 ‘종교의 자유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연방법인 ‘종교의 자
유법’(RFRA)은 미국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1993년에 마
련된 법이다. 미국 내에서 시크교 등 여러 종교들이 존중되고 이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이 법을 
ACLU는 그동안 지지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
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ACLU가 말한 달라진 상황은 이 ‘종교의 자유법’이 동성애자들을 차
별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ACLU는 성경에 따라 동성애
를 죄로 보는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법을 원용할 수 있다며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제는 종교의 자유보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먼저라는 것이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판결 후 미국에서는 특히 기독교
인과 기독교 학교 혹은 단체들이 기독교 신앙에 따라 동성애와 동성결혼

을 반대해도 정부로부터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종교의 
자유 보장 법안과 행정명령들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의 폴 래브다도 하원의원(아이다호)와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
은 이른바 ‘수정헌법 1조 보호법안’(First Amendment Defense Act)을 발의했
다.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보호되도록 하자는 이 법안은 
종교에 기반 한 학교와 단체들이 기독교 신앙에 따라 동성애나 동성결혼
을 반대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도 정부로부터 세금면제 지위를 박탈
당하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몰몬교도인 래브다도 하원의원과 리 상원의원은 지난 4월 동성결혼 
판결을 앞두고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을 근거로 이 법안을 추진
했다. 당시 사무엘 엘리토 연방대법관은 도날드 벨리리 연방법무부 차관
에게 종교에 기반 한 대학이 자신들의 종교에 따라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조치를 할 경우 세금면제 지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질문했고 벨리리 차
관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에는 29,000여개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1,700여개의 대학 등 
30,000여개의 종교에 기반 한 학교들이 있는데 대부분 기독교 학교들로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면제 지위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샘 브라운백 캔사스 주지사는 지난 7월 7일 캔사스에서 성직자나 종
교단체가 신앙에 따라 동성 커플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도 정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루이지애나에서 신앙양심상 
동성결혼을 반대해도 정부로부터 어떤 처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이러한 종교의 자유 보호 움직임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 인디애나, 아리조나, 아칸사스에서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아니라 
주 의회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동성결혼을 지지하
는 기업과 단체들의 위협과 반발로 무산되어 왔다. 현실은 미 연방대법
원의 동성애 합법화에 고무 된 동성애자들이 외치는 그들의 권리 주장 
앞에 더 이상 미국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맥을 추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
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인디아나 주의 ‘종교의 자유법’에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동성애 지지자들

   인디애나 마이크 펜스 주지사(공화당)는 지난 9월 2일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된 ‘종교의 자유의 법’에 서명했다. 
전날까지 펜스 주지사는 이 법에 대한 개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인
디애나 ‘종교의 자유의 법’은 신앙적인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결국 굴복했다.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자 권리 보호가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사회규범
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앙적인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
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뉴멕시코 주에서는 2013년 동성결
혼을 반대하는 신앙적인 이유로 동성결혼식 사진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
가 주인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자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반대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기독
교계를 중심으로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디애나 주 등 일부 주에서는 
그 대책으로 ‘종교의 자유의 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 보다 더 크다. 이 법은 동성애
자들을 차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월마트, 애플 등 대기업

들과 미국 대학체육협회(NCAA), 전국 스톡 자동차협회(Nascar) 등 스
포츠 협회들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유명 인사들은 이 법을 반
대한다며 수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대학체육협회는 그 법을 수
정하지 않으면 인디애나 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학농구 준결승과 결승전
을 다른 곳에서 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인디애나 주 상하원은 종교의 자유의 법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
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했고 펜스 주지사는 수정된 종교의 자유의 법에 서명했다. 
   같은 날 아칸소 주지사도 비슷한 내용으로 수정된 종교의 자유의 법
에 서명했다. 아리조나 주에서도 지난해 2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당
시 아리조나 주 의회는 가게의 주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동
성커플들에게 장사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
했다. 그러자 제인 브루너 아리조나 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앞두고 동성
애자 권익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친 항의가 터져 나왔다. 교회 등 종교기
관 달리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는 가게나 기업체들이 동성 커플들에게 장
사를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애플,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항공, 메리엇 호텔 등 대형 기업들도 항의하며 브루너 주지사가 그 법안
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2015년 아리조나 주에서 수퍼볼을 열 계획이었던 프로미식축구 협회
도 그 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수퍼볼을 열겠다고 발표했
다. 결국 브루너 주지사는 그 법안을 거부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기독
교 단체들은 그러면 누가 미국에서 기독교인과 종교인들의 권리를 보호
할 것인가 라며 애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리조나 주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미주리, 캔사스, 조지아 의회에서 나올 예정이었다
며 이 거부권으로 다른 주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주(텍사
스)의 아버지인 라파엘 크루즈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옳은 것을 따라야 할 때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것을 위반하는 대신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출처 /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