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1994.1.31, 국무원 제144호령)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 있는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국경내에 있는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
며 외국인들이 종교면에서 중국 종교계와 진행하는 우호교류와 문화학술 교
류활동을 보호한다.
제3조
외국인은 중국 국경내의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 등 종교활동
장소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종교단체
의 초청을 거쳐 중국 종교활동 장소에서 경전을 강의하고 설교할 수 있다.
제4조
외국인은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의 허가를 득한 장소에서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종교활동을 거행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은 중국 국경내에서 중국 종교 교직자를 초청하여 세례, 결혼, 장례
및 도량법회 등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은 중국 입국시 본인이 사용하는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제품 및 기
타 종교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본인의 사용분을 초과하여 휴대한 종교 인
쇄물, 종교 음향제품 및 기타 종교 용품은 중국 해관(海關)의 관련 규정에 따
라 처리한다.
중국 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는 내용이 있는 종교 인쇄물과 종교 음향제품
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조

외국인이 중국 국경내에서 종교 교직자를 육성하고자 수학대상자를 모집하
거나 중국의 종교학교에서 수학하고 강의를 할 경우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
라 조치한다.
제8조
외국인이 중국 국경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경우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
여야 하며 중국 국경내에서 종교조직, 종교 사무기구, 종교 활동장소 또는
종교학교를 설립할 수 없으며 중국 공민들 가운데서 교도를 발전시키고 종
교 교직자를 위임하고 기타 선교활동을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외국인이 본 규정을 위배하고 종교활동을 진행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와 기타 해당 부서에서는 권고, 제지시켜야 한다. 외국인 출
입경관리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치안관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구성되었다면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가 구성되면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서의 외국조직의 종교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이 중국 국경내에서, 대만 주민이 대륙에서, 홍콩․
마카오 주민이 대륙에서 진행하는 종교활동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2조
본 규정은 국무원 종교사무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13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