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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주인권회의 취지 및 개요

제주인권회의란?

제주인권회의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장에서 인권 증진에 힘써온 활동가, 법률가, 연구

자 및 정책 담당자 100 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사회정치적 이슈와 의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다자간 포럼으로, ‘이론과’ '실천‘이 만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권

관련 회의입니다. 

제주인권회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 성격을 지닌 인권에 대한 학제간 접근의 중요성

을 고려하여 사회과학, 법학,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간의 논의를 통한 시너지 효과

를 높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제주인권회의는 한국인권재단의 대표적 행사로써 1999년 첫 회의 이래 인권을 주류

화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인권담론과 실

천의 내용을 심화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8년 ‘시장과 인권 -생존과 존엄 사이‘를 주제로 열린 제주인권회의에서는 시장의 

가치와 질서가 국경을 초월하여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

계화가 가져온 다양한 문제를 인간의 생존권과 사회적 존엄성의 관점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 역대 인권회의 주제 >

1999 년    '21 세기의 인권' 

2000 년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2001 년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2002 년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2003 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 대안담론과 대안정책' 

2008 년    ‘시장과 인권-생존과 존엄 사이’

2010 제주인권회의 주제 – "사회권과 돌봄∙ 나눔의 공동체"

2010년 제주인권회의는 "사회권과 돌봄∙ 나눔의 공동체" (caring and sharing 

community) 라는 주제 하에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맥락에서 사회권 관련 인

권활동과 담론의 다양한 이슈와 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용적 측면에서 

2010년 제주인권회의는 2008년 문제의식과 논의를 심화 및 구체화하는 장과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0 제주인권회의는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가 높

아지는 상황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권의 현실을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사회권 증진을 의한 운동과 정책 과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합니다. 사회권의 개

별 권리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 ,즉 민주주의, 젠더, 국가, 지

자체 등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2010년은, 한국정부 비준에 따라 1990년 7월 10일 발효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사회권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자유권 규약) 발효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양대 규약 관점에

서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 인권의 변화와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2010 제주인권회의 프로그램 구성

이틀간의 논의는 크게 사회권 담론과 실천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담론은 먼저 전체 논

의의 방향을 이끄는 기조 라운드 테이블 (왜 지금 사회권인가?), 총론 성격인 사회권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과 돌봄 사회에 대한 소개(세션1: 사회권, 국가, 공동

체 – 누가, 무엇을 돌보고 나눌 것인가?), 그리고 각론 성격으로 공평한 삶을 위한 소

득(세션 2),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세션 3), 근로빈곤층의 일자리와 decent work 

(세션 4) 세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사회권 실천 영역 (세션 5)은 사법부, 국가인권기구, 풀뿌리 운동 및 표현의 자

유에 대한 논의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의 특별세션은 민선 교육감 시대의 

교육권과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10년 평가와 전망, 한국 인권 (사회권과 자유권)

에 대한 역사적 평가 (1990-2007) 지표 및 지수 소개 등으로 구성됩니다.

  

첫날 개막식 직후 열리는 라운드 테이블은 ‘왜 지금 사회권인가?’이란 주제 하에 <신

자유주의 시대의 '국가없음'의 상황과 사회권> (김현미), <‘인권의 정치’, 그 새로운 모

색을 위하여 – 법치주의와 인권> (정정훈), <왜, 어떻게 사회권을 말하는가>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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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 발표와 토론을 합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질서가 국가

의 위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복지국가의 이상을 후퇴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사

회권 논의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핵심 개념인 국가와 법치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인권을 사회적・정치적 구성 원리로 뿌리내려야 함을 역설합니다. 또한 사회

권 관련 국내 인권운동과 제도, 그리고 유엔에서의 기준 및 제도 발전을 살펴본 후 인

권/사회권 운동의 향후 과제와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라운드 테이블은 이후 이어지

는 사회권 각론과 실천에 대한 논의가 파편화되지 않고 전체의 기조와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마지막 전체토론에서 종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션 1의 주제는 ‘사회권, 국가, 공동체 – 누가, 무엇을 돌보고 나눌 것인가?’로 라운

드 테이블의 분석과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돌봄과 나눔의 공동체’의 담론 대안을 모색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권의 위기’와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모색> (노대

명)과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 사회로: 성찰-상상-실천> (마경희)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개별 사회권을 넘어 전체 사회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입

니다. 

세션 2의 주제는 ‘공평한 삶을 위한 소득’으로 앞의 총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소득의 불평등 구조에 대해 논의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과 성평

등 > (이숙진), <부동산 사회, 자산격차와 노동소득> (손낙구) 발표와 토론을 통해 주

거권을 넘어 사회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과 불로소득의 

문제, 그리고 최근 소득불평등의 해소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을 성 평등과 

연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세션 3의 주제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으로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이자 난제인 

교육문제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기회의 차별과 경제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무

엇부터? 해야하나>(성기선)와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지원 현황및 정책과제>(송연숙) 

두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교육권의 일반적 현황과 이주민 청소년의 교육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편 둘째날 저녁 특별세션에서는 교육감 여러분을 모시고 학생인

권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인권교육 확산에 대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대화 마당을 갖

습니다. 

세션 4의 주제는 ‘근로빈곤층의 일자리와 양질의 노동(Decent Work)’으로 신자유주

의 사회에서 소외 배제되고 있는 노동권의 문제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포섭

과 근로빈곤> (은수미)와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김신범) 두 발표와 토

론을 통해 ‘노동의 위기’와 건강권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세션 5의 주제는 ‘실천-행위자 무엇을 할 것인가?’로 앞에서의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전략을 모색합니다. 

첫째 대상인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에 의한 인권보장의 한계와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에 대한 새로운 이해> (홍성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 성격>(나영희)의 발

표와 토론을 통해 사회권 증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여와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한편 둘째 날 저녁의 특별세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역사적 평

가와 향후 전망>(안경환)을 주제로 대화마당이 열립니다.  

둘째 주제인 ‘사법부’에서는 <사법 적극주의와 사회권-우리의 경우를 향하여>(한상희)

와 <사회권 실현을 위한 공익소송과 사법 적극주의>(차혜령)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사

회권 관련 사법부의 역할을 그 가능성과 한계 측면에서 살펴보고 인권에 기반한 법치

주의의 관점에서 사법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셋째 주제인 ‘풀뿌리 운동’에서는 <풀뿌리와 인권이 만났을 때> (하승우)와 <시설 밖으

로 지역사회로-탈시설 자립생활 운동: 시설 장애인 삶의 변혁> (임소연)의 발표와 토

론을 통해 위로부터의 관주도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시민 참여적 풀뿌리 인권운동과 장

애인의 사회권 운동의 경험과 전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주제인 ‘표현의 자유와 사회권’은 특별 세션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자

유권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 문제를 사회권과 연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

표현의 자유와 사회권> (박주민)과 <표현의 자유와 정보격차> (민경배) 두 개의 발표

와 토론을 통해 자유권과 사회권의 불가분 관계를 표현의 자유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

보화 사회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권의 현실과 운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전체 토론은 라운드 테이블과 5개의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사

회 사회권 운동과 담론의 현황을 조망해보고 사회권 운동의 미래과제를 설정하는 시간

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려니 숲길을 산책 하면서 3일간의 대화와 논

의를 참가자와 함께 성찰하고 내면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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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라운드 테이블 왜 지금 사회권인가?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없음'의 상황과 사회권 (김현미)

 ‘인권의 정치’, 그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법치주의와 인권(정정훈)

 왜, 어떻게 사회권을 말하는가 (이성훈)

세션 1  사회권, 국가, 공동체 – 누가, 무엇을 돌보고 나눌 것인가?

 ‘사회권의 위기’와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모색 (노대명)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 사회로: 성찰-상상-실천 (마경희)

전시소개 ‘옥인콜렉티브-콘크리트아일랜드’ (최소연)

세션 2 공평한 삶을 위한 소득

 기본소득과 성평등 (윤자영, 이숙진, 최성애) 

 부동산 사회, 자산격차와 노동소득 (손낙구) 

세션 3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교육기회의 차별과 경제.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무엇부터 풀어야 하나(성기선)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송연숙)

세션 4 근로빈곤층의 일자리와 양질의 노동 (Decent Work)

 사회적 포섭과 근로 빈곤 (은수미)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김신범)

특별세션 국가인권위원회 10년, 돌아보고 내다보기 (안경환)

 민선교육감 시대, 교육권과 인권교육 (교육감 정책발표)

 한국 인권의 궤적: 자유권과 사회권 지표 및 지수의 구성,1990-2007 (구정우, 정진성, 공석기)

실천 영역 세션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인권기구

 국가에 의한 인권보장의 한계와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 성격 (나영희)

 사법부

 사법적극주의와 사회권- 우리의 경우를 향하여 (한상희)

 사회권 실현을 위한 공익소송과 사법적극주의 (차혜령) 

 인권운동

 풀뿌리와 인권이 만났을 때 (하승우)

 시설 밖으로 지역사회로-탈시설 자립생활 운동: 시설 장애인 삶의 변혁 (임소연, 김동림)

 특별기획-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사회권 (박주민)

 표현의 자유와 정보격차 (민경배)

종합토론 평가 세션별 논의에 대한 전체토론

 제주인권회의 평가 및 제언

전체 일정표 

 8월 25일 (수) 8월 26일 (목) 8월 27일 (금)

  [세션2] 공평한 삶을 위한 소득 [세션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가인권기구

   - 사법부

   - 인권운동

   - 특별기획: 표현의 자유

  [분임토의] 세션 1+2 주제별 4그룹 전체토론 및 평가

 점심 

 [개회식] [세션 3] 교육격차해소와 학습권 사려니 숲길 걷기

 [라운드테이블] 왜, 지금, 사회권인가?   

  

  [세션 4] 근로빈곤층의 일자리와

  Decent Work

 [세션 1] 사회권, 국가, 공동체 [분임토의] 세션 3+4 주제별 4그룹 공항이동

 -누가 무엇을 돌보고 나눌 것인가?

 저녁  만찬

 전시소개 / 친교프로그램 [특별세션]

  - 국가인권위원회 10년

  - 민선교육감 시대, 교육권과 인권교육

  - 한국 인권의 궤적: 자유권과 사회권 지표 및 지수의 구성1990-2007

9:00

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17:30

18:00

18:30

20:00

20:30

21:00

21:30

주 회의실 : 한라실 (대회의실)

30분

휴식 

30분

휴식 

30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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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구성

  

개회식 첫째 날 2시00분 - 2시30분

전체사회 :  정선애 (인권재단 사무처장)

축하공연 : 제주여민회 타악기 퍼포먼스팀 “수두락(手頭樂)” 

개회사 : 박은정 인권재단 이사장 

2010 제주인권회의 취지 : 이성훈 인권재단 상임이사

환영사

 라운드 테이블  -  왜, 지금, 사회권인가? 우리 앞에 놓인 질문들 첫째 날 2시30분 - 4시30분 

사회 :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말문을 여는 사람들 (각 15분)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없음'의 상황과 사회권”

정정훈(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의 정치’, 그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 법치주의와 인권 -”  

이성훈(인권재단 상임이사) “왜, 어떻게 사회권을 말하는가?”

○ 지정 토론 :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양현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세션 구성

사회권, 국가, 공동체 -누가, 무엇을 돌보고 나눌 것인가? 첫째 날 5시- 6시30분 

사회 : 김칠준 (변호사, 민변 부회장)

○ 발표 1 : “사회권의 위기와 새로운 경제사회패러다임의 모색”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2 :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 사회로 : 성찰-상상-실천”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 토론: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엄기호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ART 첫째날 20시 

전시소개 : 최소연 (테이크아웃드로잉,디렉터)

○ 발표 :  옥인콜렉티브<콘크리트아일랜드> (김화용, 진시우, 이정민, 이주영)

            <패닉룸>"당신이 원하신다면" "As you like it" You can broadcast whatever you want. 

공평한 삶을 위한 소득 둘째 날 9시-10시30분 

사회 : 정연순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발표 1 : “기본소득과 성평등”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장) (공동연구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성애/ 젠더사회연구소)

○ 발표 2 : “부동산 사회, 자산격차와 노동소득”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 지정 토론 :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분임토의 (4 그룹) 둘째 날 11시00분-12시30분 

교육격차해소와 학습권 둘째 날 2시 - 3시

사회 : 고은태 (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

○ 발표1 :“교육기회의 차별과 경제.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무엇부터 풀어야 하나?” 성기선(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 발표2 :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송연숙(무지개청소년센터 연구개발팀장)

○ 지정 토론:  이범 (서울시 교육감 비서) / 김명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 / 김철효 (시드니 대학 사회학

과 박사과정)

근로빈곤층의 일자리와 Decent Work 둘째 날 3시30분 - 4시30분

사회 : 김인재 (인하대 법과대학  교수)

○ 발표 1 : “사회적 포섭과 근로 빈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사회학 박사)

○ 발표 2 :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 

○ 지정 토론 :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최은경 (서울대 의과대학 의사학 교실 박사과정, 여성주의 의료생협 활동가) 

분임토의 (4 그룹) 둘째 날 5시 - 6시30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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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날 9시- 10시30분

<분야별 발제, 토론>

● 국가인권기구

사회 :  정강자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 발표 : 국가인권기구와 사회권 

- 발표 1: “국가에 의한 인권보장의 한계와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 발표 2: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 성격” 나영희 (전 국가인권위 인권교육본부장) 

○ 지정토론 :  정영선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 김랑희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정책팀, 민주노

동자연대 활동가)

● 사법부

사회 : 임재홍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

○ 발표 : 사법적극주의와 사회권

 - 발표 1 : "사법적극주의와 사회권- 우리의 경우를 향하여" 한상희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 발표 2 : "사회권 실현을 위한 공익소송과 사법적극주의" 차혜령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지정토론 : 박찬운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 / 김선수 (변호사, 민변회장) 

● 인권운동

사회 :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 발표 : 풀뿌리 운동과 인권

 - 발표 1 : “풀뿌리와 인권이 만났을 때” 하승우 (지행네트워크) 

 - 발표 2 :  "시설밖으로 지역사회로 - 탈시설자립생활 운동 : 시설 장애인 삶의 변혁 -" 임소연 (장애와 인권 발

바닥행동 활동가) 

 : 당사자 증언 / 김동림,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 지정토론 : 김중섭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진주인권회의) /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 무소속) 

   

● 특별기획 - 표현의 자유

사회 : 이석태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 발표 : 표현의 자유 : 자유권과 사회권, 이분법을 넘어서

 - 발표 1 : “표현의 자유와 사회권” 박주민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발표 2 : “표현의 자유와 정보격차”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 지정토론 : 장주영 (변호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특별세션 둘째날 8시00분 - 

국가인권위원회 10년, 돌아보고 내다보기 

사회 :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상임위원) 

이끄는 말 : 안경환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장) 

민선교육감 시대, 교육권과 인권교육

사회 :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전 서울시 교육위원) 

교육감 정책발표 (각 10분) 및 토론

한국 인권의 궤적: 자유권과 사회권 지표 및 지수의 구성, 1990-2007

사회 : 최현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발표 :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 : 정진성(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전체 토론 및 평가 셋째 날 11시 - 12시30분

세션별 논의에 대한 전체토론   

제주인권회의 평가 및 제언     

함께 하는 休 셋째 날 2시 - 5시

사려니 숲길 걷기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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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테이블

왜, 지금, 사회권인가? 
우리 앞에 놓인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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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무에 기초한 접근(state-obligation)’으로 바라보고자 할 때,4 신자유주의 기획 하에 있는 국가의 성격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적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사회

적 기능은 후퇴하고 문화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사회권’은 가장 정치적이고 

시급한 의제가 되고 있고, 확보하기 힘든 인권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 신자유주의적 기획과 ‘국가 없음’의 상황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1년 의회 연설에서 “부유층에 대한 거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투자자

들이 설비와 사업 확장에 돈을 투여할 것이며, 그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고 결국 이러한 효과가 노동계급

에게 이익(trickle down)이 될 것이라 하였다”5 이렇게 국가 발전의 주도적인 세력을 부유층으로 상상하

는 신자유주의 기획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부자 감세’나 ‘기업인 우대’, ‘민주적 시민사회 억압’ 이

라는 강력한 기획을 통해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와 ‘강력한’ 집권자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결합된 현재의 신자유주의 통치 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책임 있는’ 국가를 표

방하지만 국가의 역할이나 지향점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좌편향”이란 문화적 레토릭을 통해 

근원을 알 수 없는 구시대적 편 가르기를 강화하면서 시민사회의 ‘문화적 피로감’을 누적시키거나 정치

적 표현이나 시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면서 ‘표현의 공포’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시체제를 방불케 

하는 군사작전들을 통해 경제적 주변자들을 몰아내고 억압하는 물리적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통치 체제는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투쟁하여 만들어 낸 탈냉전, 민주주의, 인권, 시민 사회의 공동

체적 아젠다를 위협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폭력들 

앞에서 사회권의 확장을 상상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자유권의 위축은 사회권을 공공적 아젠다로 발화

하는 것조차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가가 휘두르는 공포 조성 전술이 활발하면 정치적으로 혼돈스럽거

나 위축된 개인들이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사회권은 공공적 이익을 함께 만들어낸다는 신념을 가진 

민주적이고 소통적인 개인의 자발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맥락은 매우 위협적인 환경

이 된다.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라 불리는 이러한 새로운 통치 질서 하에서 국가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된 신자유주

의는 경제적 부와 정치적 자유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왔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신자유주의

가 대중적 동의를 얻게 된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슬로건이 관료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개인들

에게 매력적인 언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6 신자유주의의 문화이데올로기는 이처

럼 개인이 가지는 선택의 자유,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설

4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엮음, 『사회권규약 해설서 1』사람생각. 2003,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은 권리의 보호와 존중,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가의무를 이끌어낸다” 19면.

5　알프레드 사드-필류 데버러 존스틴 편저, 김덕민 옮김, 『네오리버럴리즘』 그린비, 2009, 13면, 각주 5에서 재인용.

6　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 최병두 옮김, 한울 2007.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없음’의 상황과 사회권 

김현미1 /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1. 들어가며 

’복지국가’는 시장(지배력)의 역할을 조절하기 위해 조직된 권력이 (정치와 행정을 통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으로 신중하게 사용되는 국가이다. 첫째, 개인들과 가족들에게 그들의 노동이나 재산의 시장 가치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 둘째, 그렇지 않을 경우(즉 방치했을 경우) 개인과 가족들의 위험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우연성’(예를 들면, 질병, 노령, 혹은 실업)을 최소화한다. 셋째, 지위나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합의된 사회적 서비스의 범위에 따른 이용 가능한 최선 수준의 제공을 보장한다 (Briggs, 

1961:288)2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복지국가는 인간의 전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불안, 취약한 상

황을 국가의 재분배 시스템을 통해 줄여나가거나 최소화하는 국가이다. 복지국가의 이상을 완벽하게 달

성한 국가는 없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은 시민사회의 성장 여부에 따라 국가 책임의 

‘범위’를 조정하며 현실화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권은 복지국가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적

으로 추구하는 민주주의 인권의 한 형태이다. 이는 ‘노동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 노동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사회보장권,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주거권,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무상의무초등교육의 권리, 문화권, 과학권’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최근 30년간 세계 경제를 주도해 왔던 신자유주의는 시장주도의 정치 경제적 질서를 

만들며 모든 인간을 ‘노동자’나 ‘생활인’의 위치에서 ‘소비자’나 ‘투자자’의 위치로 바꿔나가고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생존과 좋은 삶을 위협하는 실업, 빈곤, 각종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적 안

전망을 포기하거나 시장에 맡김으로써 ‘사회’의 의미를 삭제해 버리는 독특한 형태의 자본주의이다. 다양

한 국가들이 다양한 버전의 신자유주의적 기획을 채택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적 질서에 담긴 세계관이 신

자유주의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즉, 이익이 나는 부분에만 투자한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전 사회 영역

으로 확장되면서 ‘공동적 삶’이나 ‘비시장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자본의 유통을 원활하기 위한 각종 규제

를 철폐하며 노동을 유연화 시켜낸다는 것이다. 

본 발표문은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를 주도해 왔던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질서가 국가의 위

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복지국가의 이상을 후퇴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3 사회권을 ‘국

1　hmkim2.yonsei.ac.kr

2　수전 맥그레고어,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알프레드 사드-필류 데버러 존스틴 편저, 김덕민 옮김, 『네오리버럴리즘』 그린비, 2009, 245면에서 

재인용.

3　본 발표문의 일부는 김현미, “신자유주의 권위주의 국가와 생활정치,” 『창작과 비평』2009년 가을호, 145호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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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의 부재지주처럼 권력을 갖되 대중의 삶에 예속되지 않는 글로벌 엘리트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노

동, 실업, 복지 등과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을 회피하기 일쑤다. 그들은 오히려 보여주기식 정책에 기대

어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 마치 국가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게 보이는 기업의 홍

보 전략처럼 국가를 운영한다는 비판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이명박 정부는 신 글로벌 외교를 주창하며 한국의 ‘국격’을 높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기존의 3배

가 넘는 경제 지원금을 약속했고 UN을 도와 세계 분쟁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

는 약속을 했다. 같은 시간 한국 정부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이주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는 권고안을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처사’라며 

반박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G-20 회의의 안전을 

위해 테러리즘을 막기 위해 2만 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자가 강제 추방되는 상황이나 청년 실업에 대한 대

책은 전무한 채, 글로벌 책무, 그린 테크놀로지, 글로벌 환경 문제, 세계 평화 등에 기여하겠다는 한국 정

부의 선언은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보인다. 이런 사회적 퍼포먼스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기여 할지 모르나, 정작 자국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복잡하고 시급한 구조적 문제들을 회피하고, ‘미끄러

지는 기술’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오히려 반이주자 정서를 확

장시킴으로써 동질성의 신화를 강화하고, 이주자를 외부의 희생양으로 삼는 폭력을 발휘하고 있다.10 

버틀러(J. Butler)와 스피박(G. Spivak)의 대담에서 개념화된 ‘국가 없음’의 의미를 떠올려보자. 

자유시장주의에 입각한 전 지구적 ‘관리국가’는 국민국가 내의 재분배, 복지, 그리고 헌법주의에는 관여

하지 않고 전 지구적 자본의 유통을 위한 관리자 역할만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는 국민국가 내에서 국가

가 국가의 기능을 하지 않는 ‘국가 없음’의 상태를 만든다.11 ‘국가 없음’이란 민족이나 국민 같은 호명에 

의존하면서 특정 주체들은 국가에 적법한 주체로 엮지만, 사회 주변부나 이주자처럼 다른 주체들은 적극

적인 권력의 행사를 통해 국가 밖으로 내치고 추방하여 권리를 박탈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국가 없음’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재분배와 복

지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이라는 호명을 받은 주체들마저도 ‘국가 없음’의 상황을 경

험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국민 중 일부분이 국가 내의 협상을 위한 파트너가 아니라 비

가시화된 ‘잉여적 존재들’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국가 하에서는 국민들 내부 안에 배제의 

공간이 확장되고 그로부터 ‘찬탈’을 위한 폭력이 활성화된다. 이런 점에서 재력의 여부에 따라 국민을 분

리하여 위계적으로 범주화하고 그에 맞게 정치적 자유의 허용 범위를 결정하는 금권정치가 부활하고 있

다. 도심 한복판에서 ‘죽임’을 당한 도시 철거민들에게 행사되는 국가폭력은 ‘국가없음’의 상황을 잘 보여

준 예이다. 한국 내에서 잉여적 존재들로 규정된 도시 빈민, 노동자, 성노동자들을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몰아내고, 이들이 삶의 역사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신중산층의 소비 및 주거지가 무심하게 위상을 드러내

고 있다. 국가는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투기’를 통한 부자 되기의 탐욕을 거래하며 “국가있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배제된 자들에 대한 정책은 더 많은 국가의 간섭, 개입, 감시를 요구하고 이는 곧 신보

10　김현미, “국경을 넘는 노동자들과 이주통행세,”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2010.

11　주디스 버틀러・ 가야트리 스피박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주해연 옮김, 산책자 2008, 87면.

정한 목표를 추구할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역사상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개인’의 자유를 역설해왔다. 그

러나 신자유주의의 문화이데올로기가 호명하는 개인은 보편적인 휴머니즘에 근거하여 ‘인격’을 가지는 

개인이 아니라, 사유재산을 가지고 시장경제에서 적극적인 행위자로 활동하는 개인이다. 신자유주의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지키고 증대하고자 하는 경제엘리트와 자산가들의 권력을 

확장시켜왔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는 시장논리의 결과적 불평등을 줄이려는 복지국가의 간섭에 제동

을 걸고 ‘작은 국가’를 역설해왔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주장하는 ‘경쟁적 자본주의’는 자

유의 확장이 시장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신자유

주의의 논리는 지불능력이 없는 자는 ‘정치적’ 자유를 가질 수 없다는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엄기호가 “포위, 점거, 파괴라는 신속한 군사작전을 통해 행정이 국방화된 것”� 같다고 묘사한 

용산참사 사건이 벌어졌던 동일한 시간에,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건설, 에너지, 무역 등의 

분야에 대해 유럽과 우즈벡, 카자흐스탄 국가들과 경제협정을 맺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와중에도 한

국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정말 ‘잘나가는’ 나라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주요8개국(G8) 확대 정상회의와 

아프리카 순방 중에 ‘왜 한국처럼 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어찌 보면 한국사회의 경제침체

와 민생문제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위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미 한국이라는 국가 내부에는 ‘국민’이

라는 동일한 범주로 묶어 낼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처럼 국가 엘

리트들 간에 맺어지는 협정이 어떤 이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로 다가오지만, 또 다른 이에게

는 대박 신화를 낳는 희망의 징조이다. 2009년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

한 무응답과 적극적인 자원외교라는 두 사건은 국가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국가

가 특정 국민이 가져야 할 삶의 권리를 경제 활성화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앞세워 박탈하거나, 특정 국민

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혹은 아예 말을 걸지 않는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급

변하는 ‘국가’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정치는 “개인주의, 선택, 시장사회, 자유방임,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개입”

과 “비경제적인 영역에서 강력한 정부, 사회적 권위주의, 훈육된 사회, 위계와 복종, 민족의 예찬”등의 요

소들을 조합하여 도출된다.8 국가 기능의 많은 부분이 민영화를 통해 기업으로 이전되어 국민의 대다수

를 소비자로 변화시킨 상황에서 국가의 정당성과 통치성은 사회적 퍼포먼스나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더

욱 의존하게 된다.

리차드 세넷(Richard Sennett)은 미국 신경제 아래 국가의 성격을 ‘컨설팅 국가’로 명명한다. 

국가도 기업의 컨설턴트처럼 “사람들의 구체적 경험에는 관심이 없고, 개혁이나 변화란 이름으로 통제

는 강화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자”처럼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9 국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의 위기

를 공공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이나 긴급구조에는 관심이 없고, 마치 기업처럼 “여기저기 집적

거릴 뿐 한 가지에 몰두하지 않는”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 엘리트는 

7　엄기호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낮은산 2009, 184면

8　수비르 신하, “신자유주의와 시민사회: 기획과 가능성들” 알프레드 사드-필류 데버러 존스틴 편저, 김덕민 옮김, 『네오리버럴리즘』그린비, 2009, 

286에서 재인용.

9　리차드 세넷 『뉴캐피탈리즘』, 유병선 옮김, 위즈덤하우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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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격으로 인해 시민을 ‘서민’이라는 비-정치화된 범주로 규정하고 시혜적인 방식으로 호명한다. 자

유로운 의사표현의 담지자인 ‘시민’이 아니라 서민으로 호명된 자들은 이로써 무력하고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로 동질화되고 있다. 시민들이 획득해야 할 노동권, 주거권, 사회권 등의  ‘권리’를 낮은 수준의 서

비스로 대치시킴으로써 국가의 재정은 지불능력있는 개인들의 부의 축적을 용이하게 하는데 쓰이고 있다. 

낮은 수준의 ‘서민용’ 서비스는 ‘퇴출의 공포와 추락’에 시달리는 불완전고용이나 반실업 상태에 있는 사

람들을 구제하지 못한다. 또한 ‘서민’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표현을 하는 순간에 이들

은 곧 ‘서민’이 아닌 불순하고 불법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어 버린다.

이러한 통치체제는 1970년대의 유교적 부권주의의 문화적 모델과 신자유주의적 모델을 결합

시켜, 시민들의 적극적인 생존권에 대한 물적 보장은 제공하지 않은 채 이들을 단지 온정주의적 대상으로 

남겨두고 있다. 국가가 영토 구분이 희미해지는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서 자국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민

족주의와 민족 담론이 강화되고 있는 것 또한 신자유주의에서 일어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국가없음’

의 상황은 국가에 대한 저항과 도전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전통적 공동체로의 회귀를 조장한다. 국가는 ‘안

보’개념이나 반 이민자 정서의 조장을 통해 내부를 단결시키며 국가 정당성을 획득한다. 

3. 신자유주의 기획과 ‘민주적 시민사회’의 위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을 강조하고,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교의이다.15 

신자유주의 철학에서의 자유란 ‘국가나 사회, 타자로부터 강제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 대한 자산가의 열

망을 반영한다. 무엇보다 경제 주체를 사유하는 방식에 있어 ‘개인 대 국가’의 이분법을 강조함으로써 그 

사이를 이어주는 정치경제적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가능성을 누락시키는 논리이다.16 사회권은 

‘집단적’이며 ‘공동적’으로 확보될 권리이므로, 타협과 연대라는 방법론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권리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문화 논리가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적 시민사회의 확장을 통한 사회권의 

확장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근대 민주주의는 인간의 삶에 필연적인 불확실성과 불안을 제거 또는 

억제하면서 발전해왔고, 이런 점에서 사회권의 확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공공의 권리이다. 

신자유주의적 기획은 과거의 집합적 성과물을 무효화하고 공공재를 민영화하여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수비르 신하는 신자유주의는 표면상으로는 국가를 후퇴시키고 그 기능들을 시장에 재분

배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시민사회를 ‘개조’하는데 있어서도 새로운 통치 기술을 발휘한다는 점을 강

조한다. 신자유주의적 정부나 글로벌 사회가 시민사회를 개조하는 과정은 한편으로 시민사회를 NGO와 

동일시하고 이들에게 막대한 발전기금을 지출하고 정책을 입안하거나 이행하는데 있어서 이들을 합류시

키는 ‘포함’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대적인 시민사회의 형태들을 제한하고 정치

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이들 행위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선언하는 것이다.1� 현 정부 하에서 보수주

15　수전 맥그레고어,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알프레드 사드-필류 데버러 존스틴 편저, 김덕민 옮김, 『네오리버럴리즘』그린비, 2009, 248면.

16　권수현,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과 문화 논리,”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2010, 27면

17　경찰은 촛불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광우병국민 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3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시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법’도 추진되고 있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1800개 시민단체는 ‘불법폭력시위에 참여한 관련단체’로 규정되었고, 

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라는 문서가 발견됐다.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을 받은 단체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다. 

수주의 혹은 권위주의와 연결된다.12 

1970년대와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실현시킨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자유

주의는 신우파와 보수주의 문화 담론과 연관을 맺으며 서로를 강화시킨다. 레슬리 호가트가 분석한 것처

럼 신자유주의와 신우파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지출로 발생된 의존적 문화(dependency culture)를 공

격하며, 도덕적 타락이 경제적 퇴보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핵가족을 방어하며, 국가가 

아닌 가족이 더 많은 책임, 특히 젊은이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13 신자유주의와 신우파

는 ‘반페미니즘’을 표방하며 싱글맘을 “복지도둑”이라 매도하고, ‘여성을 양육을 전담하는 어머니로만 규

정하는’ 등 반 성평등적 입장에서 낙태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사

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학자금 대여를 확장하는 것이나 무상급식과 낙태를 반대하는 흐름은 보수주의 이

데올로기의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가가 시장에 많은 것을 양도한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기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하는 방법은 

국가가 가진 문화적 이데올로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는 신자유주의 시대 개인이 가진 경제적 불

안이나 사회적 지위 하락에 대한 공포 등의 상태에 있는 국민들의 삶에 장기적인 안목과 기획으로 접근

하기 보다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자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바우먼은 신자유주의 기획 하에서 안

전과 안보의 개념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국내 출신 하층계급과 불법이민자들을 잠재적인 내부의 

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동시에 국가는 선량한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노

라는 약속을 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간다.14 국가가 복지 정책에서 후퇴할수록 안전과 안보에 대

한 문화적 논리는 강화된다. 천안함 사태를 통해 강화되는 안보 논리 또한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강력한 권위주의와 친화력을 갖는다. 1997년 IMF이후 한국의 국가는 기업

형 행위자로 부상하여 규제철폐, 민영화, 일상의 금융화를 주도해왔다. 옹이 지적한 것처럼 동아시아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강력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국가의 통치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뤄진다. 또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강력히 결합하여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 정부는 최근 ‘서민’을 정치

의 대상으로 환기시키며 ‘서민정치’를 앞세우고 있다.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으로 대표되는 실제 서민들의 

생존권에는 무심한 정부가 서민을 살리고, 서민형 생계 범죄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마련하고, 서민의 교

육비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점이 그 예이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이러한 점에서 여전히 ‘부권적 권위주의’의 성격을 지닌다. 즉 개인화된 자

유를 낭만화하고 작은 국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모델과는 달리, 강하고 보호주의적인 국가를 상정하

려고 한다. 통치자는 항상 ‘서민’을 걱정하고, ‘서민’을 먹여 살리는 문제를 고민하는 가부장의 모습으로 

자신을 재현한다. 이에 내재한 성별 이데올로기는 대통령을 생계부양자로 설정하고, 대통령의 ‘능력’ 여

하에 따라 집안 경제가 일어나듯 국가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근대적 믿음 체계를 결합한다. 이 모델

은 서민이라 불리는 지배 대상이 실제로 경험하는 실존적 위기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든 

국민을 ‘서민’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종속시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한다. 또한 부권

12　수전 맥그레고어,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알프레드 사드-필류 데버러 존스틴 편저, 김덕민 옮김, 『네오리버럴리즘』그린비, 2009, 249면.

13　레슬리 호가트, “신자유주의, 신우파, 그리고 성정치,”, 알프레드 사드-필류 데버러 존스틴 편저, 김덕민 옮김, 『네오리버럴리즘』그린비, 2009, 

258-269..

14　지그문트 바우먼 지음, 함규진 옮김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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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정치’, 그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 법치주의와 인권

정정훈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헤게모니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편한 숨결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헤게모니>, 1995, 정현종

세 개의 ‘사건’과 ‘인권의 정치’ 

1. 나는 우리 사회의 헤게모니는 ‘인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은 정치철학에서부터 

구체적인 현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법치주의・민주주의에서부터 구체적 정책 형성에 이르기까지, 그 

이념과 구성 원리, 내용을 이루는 보편성과 구체성을 담보한 핵심 언어다. ‘인권’은 ‘권리’라는 규범을 만

들어가는 현실 언어이자, ‘권리’의 실현에 방향을 부여하는 가치이며, 공동체를 구성하는 정치적・사회적 

구성 원리이다. 

2. 모든 ‘사건’은 수많은 단서들이 착종되어 있는 거대한 질문이다.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충

실성’(바디우)으로 진리를 생산하는 실천이야말로 ‘인권’의 문제의식이고 질문이다. ‘사건’으로서의 인권, 

그리고 ‘진리’로서의 보편성21은 결코 추상적일 수 없다. 인권 이론(규범)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드러내는 

것은, 보편성을 핵심으로 하는 인권 규범의 추상성(한계)이 아니라, 그 간극에 아직 사건으로 개입하지 

못한 우리의 무능력과 무관심일 뿐이다. 

3. 무엇보다 인권은 현실화된 ‘합의’를 넘어선다. ‘규범’으로서의 인권은 ‘확장된 중첩합의’22를 

특징으로 할 수 있지만, 인권은 오늘의 딱딱한 ‘규범’을 넘어서는 내일의 ‘가치’이고, 담론원리이자 정치

적・사회적 구성 원리이어야 한다. 모든 합의는 잠정적인 헤게모니의 일시적 결과로서 존재하고, 언제나 

특정한 형태의 배제를 수반한다.23 따라서 인권은 선언되고 제도화된 합의로 축소될 수 없으며, 그 합의

를 갱신하고 이끄는 동력이고 중력이어야 한다. 또한 인권은 미래에 ‘한방’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한 낙관

적 기대도 아니다. 현실에서 오늘의 규범을 만들고, 다시 그 규범을 넘어서고자 하는 다양한 실천과 저항

이 반복적으로 경합하는 ‘현장’의 언어고 현실의 운동이다. 

21　가령 랑시에르는 “정치적으로 유일한 보편은 평등뿐”이고, “평등이란 그것이 실행되는 한에서만 존재하며, 보편성의 효과를 낸다. 평등은 

우리가 내세우는 가치가 아니라, 각각의 사례 속에서 전제되고 입증되며 증명해야 하는 하나의 보편”이라고 설명한다. 랑시에르, 1998, 양창렬 

옮김(2008),『정치의 가장자리에서』, 길. 138쪽

22　김비환, 2009, 가치다원주의 시대의 인권규범 형성, 정치사상연구 제15집 1호(2009.5), 한국정치사상학회

23　상탈 무페, 2000, 이행 옮김(2006), 『민주주의의 역설』, 인간사랑, 162쪽

의 집단들이 NGO로 등록하여 사단법인화하는 현상 또한 신자유주의적 기획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사

적 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권리 등을 강화하는 “이해 당사자”나 “사용자 그룹”이라는 탈정치화된 집

합체를 확장시킴으로써 공동의 책무 개념을 삭제한다. 돈에 대한 거리낌 없는 욕망이 공공연히 표출되고 

사회 구성원이 ‘투자자’로 자신을 인식하며 재테크의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에서18 

즉각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사회 운동의 비전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IMF 이후 복지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개인들 스스로가 메워야 하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개인은 불예측적인 미래

를 위해 금융 소비자로 편입되면서 개별적 생존 전략에 익숙해지고 있다.

동시에 촛불 정치나 지방 선거를 통해 국가의 정치 엘리트들을 지역의 차원으로 끌어내려 내

부 위기를 관리하는 데 헌신하게 하고, 지역민의 삶의 위기를 해결하도록 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행동이 

발휘된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성공 시대’라는 구호를 가지고 등장했다. 국민들의 ‘경제적 ‘기

대는 컸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자리 잡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질서 하에서 많은 이들은 고용될 

능력과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동시에 ‘서민’으로 호명되어 지도자의 

온정을 기다리는 비정치적인 주체로 규정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개인주의를 수호해온 많은 시민들의 정

치적 반감 또한 증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의 불안정성과 피폐함과 싸우기 위해 위계화 되고 범

주화된 인간의 삶들 사이에서 ‘공감’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권 논의를 의제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개인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상력을 갖는 것은 대안적이고 대항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구상

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존 가능한 삶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정치적 행위19 로

서 사회권은 세넷의 지적처럼 자본주의만 살아남고 ‘사회적인 것’(the Social)은 죽어버린 시대의 심화되

는 불평등에 대적하는 유일한 길이다.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부의 확장은 ‘경제 발전’이 아니다. 경제는 인

간의 삶에 유용한 자원의 이용과 재분배를 가능하게 할 때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식량, 물, 주거, 교육, 건강 등의 생존 조건이 ‘시장’

의 외부에, 공공재로 보장되어야 한다. 시장이 사람들의 삶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존

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치 전환을 위한 탐색이 필요한 시대이다.20

18　박성일, “일상을 잠식한 금융자본주의”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2010.

19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양효실 옮김,  경성대출판부 2008.

20　김현미, 권수현, “포스트 신자유주의를 상상하며,”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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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래의 세 가지 ‘사건’은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날 인권의 정치가 대면하고 있

는 중층적 경계들을 제시하고, 급진민주주의적 기획으로서의 ‘인권의 정치’30의 문제의식을 소략하기 위

한 것이다. 

 AIDS 감염인(푸제온 사건) 이주민(노조활동가 강제퇴거) 성적 소수자(차별금지법 삭제)

억압의 형식 계약자유의 원칙 시민권 배제 ‘인정’의 배제

억압의 주체 기업(시장) 국가  사회(종교)

 (국가) (사회) (국가)

사회권 건강권(생명권) 시민권, 존엄한 노동권, 사회보장 가족구성권, 

   직장에서의 사회적 권리 차별(노동권)

법률 민법, 공정거래법, 특허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사회보장법 등등 차별금지법

인권의 의제 사회적 원리(민법)의 재구성 보편성의 확장 (국가/ 공동체) 평등원칙 (가족)

이러한 사건들은 정체성 중심주의에 갇혀 본질주의적 경향을 갖는 소수자 프로젝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재구성에 있어서 방향성을 부여하는 보편성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들이 

던지는 질문은, 모두 근대적 구성 원리로서의 국가, 가족, 시장과 관련한 공동체적 경계의 문제에 관한 것

이며, 사회적・정치적 구성에 대한 것들이다.  

가령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민주주의가 전제하는 평등한 자들의 공동체에서 젠더화된 

시민권의 경계는 무엇인지, 공・사 영역의 분리가 ‘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관용’의 담론으로 바꾸어 ‘탈

정치화’하고 있는지,31 법적 차별이 아닌 인식상의 차별(인정의 배제)이 어떻게 법적 불평등의 결과를 가

져오는지, 가족 단위의 복지정책과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정체성의 위계가 운

동의 위계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상황에서 연대의 방식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질문들을 제기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적 평등의 문제는 법적 논리를 넘어서는 정치적 구성의 문제라는 것을 드러

낸다. 

‘정치’(政治)로서의 ‘법치’(法治), 이명박 정부의 ‘모래시계 법치’와 ‘진지전’

1.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또는 ‘법을 통한 지배’(rule 

through law)는, 말하자면 ‘한 끗 차이’다. 두 현상은 단절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적 권력이 독점되어 있느

냐 배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동일한 연속선상에 놓인 문제다. 즉 ‘법의 지배’는 권력의 소재(특

30　비담(Beetham)은 민주화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자체를 요구하는 것보다, 인권(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굴드(Gould)는 인권이 민주주의의 수단뿐만 아니라 목적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옹호한다.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80쪽에서 재인용

31　‘관용’과 ‘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웬디 브라운, 2010, 『관용』, 갈무리. 웬디 브라운에 의하면,  ‘차이’가 사적 영역에서 관용될 때 그 

차이(difference)에 대한 가치 평가(wrong)를 본질적인 것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국가이고, 관용은 국가의 법에 의해 보장된 관용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 개인이 개인에게 행하는 종류의 관용일 뿐이므로, 관용의 언어는 국가 폭력을 승인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국가(또는 규범 자체)에 대한 

질문을 생략하게 한다. 이것이 관용의 통치성이고, 탈정치화 효과다. 

4. ‘인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은 다양한 `경계`와의 만남과 대화, 적극적 대결의 과정

이다. 국민국가의 영토적 경계에서부터, 법적・제도적 경계,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식을 규정하는 미시적 

권력의 경계들에 이르기까지 그 경계는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인권의 정치`는 이러한 ̀경계

들`에 대한 인식과 재구성이며, `민주주의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24 민주주의 체제의 모순과 긴

장은 체제의 주변/경계에서, 피해자와 소수자의 삶을 통해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경계’를 통

해, (포함인 채로) 배제된 존재들은 민주주의의 구성과정에 필연적인 ‘구성적 외부’에 해당한다. 구성적 

외부로 배제/포함된 존재들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급진적 심화’ 전략

을 구성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2526 나는 이러한 접근방식이야 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사회에 제시된 최

초의 ‘인권의 정치’의 정식화이며 출발점이라고 평가한다. 

5. ‘인권의 정치’가 대면하는 가장 무거운 경계는 우리들 ‘마음의 경계’다. 민주주의의 ‘구성적 

외부’는 우리들 ‘마음의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따라서 ‘마음’을 획득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인

권은 삶의 양식이 되기 어렵고, 규범화된다고 하더라도 ‘제도화의 헛발질’을 되풀이할 뿐이기 쉽다. 우리

들 ‘마음’2�을 얻는 과정, 새로운 ‘마음 밭을 일구는 과정’이야말로 ‘인권적 대화의 과정’이다. 그러나 그 

대화의 과정은 절차주의라는 안락의자나 이상적 담화상황이라는 무중력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다. 그 대화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의 절규와 호소의 목소리에 정의의 긴급한 요청(데리다)28으로 응

답하는 것이다. 

6. 해방의 정치란 기본적으로 보편적 권리의 쟁취와 관련된 문제로, 보편적 권리를 구현해 가

는 인간의 집단적인 실천, 즉 ‘인권의 정치’ 이외의 것이 아니다. 권리는 자유와 평등의 실천이다. 발리바

르는 보편적 권리에 입각하여 그 권리를 무한히 확장해가는 정치를 ‘인권의 정치’라고 부른다. 권리는 대

중들이 실천(봉기)을 통하여 명목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획득해 가는 것이다. 

인정과 분배의 권리로서의 ‘평등’, 참여와 자치의 권리로서의 ‘자유’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발리

바르는 이를 평등과 자유의 동일성으로, ‘평등자유’(égaliberté)라고 개념화한다.29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

을 구성하게 되면, 자유권과 사회권의 구분은 물론,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분도 적극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4　홍태영, 2009, 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들, 정치사상연구 제15집 1호(2009.5), 한국정치사상학회

25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는 상탈 무페(Chantal Mouffe)의 개념으로, 무페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공동체의 외부를 “구성적 외부”라고 하며, 모든 내부는 외부의 흔적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상탈 무페, 이보경 

옮김(2007),『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 ‘민주주의의 ‘구성적 외부’와 급진적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조희연・장훈교, 2009,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민주 주의 전략 -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성의 정치학을 향하여, 경제와 사회, 한국산업사회학회. 

26　‘구성적 외부’라는 경계를 통한 민주주의의 급진화 기획은, 랑시에르에게 있어서는 몫이 없는 자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불화의 과정으로 

정치를 개념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7　‘마음’의 사회학적 개념화와 관련해서는, 김홍중. 2010,『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8　데리다(Jacques Derrida)는 해제로서의 법과 정의에 존재하는 긴급성의 요청을 “지식의 지평을 차단하는 긴급성”이라는 아포리아로 제시하고 

있다. 데리다에 있어서 정의란 “현전 불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기다리지 않”으며, “계산 불가능한 정의는 계산할 것을 명령한다.” 쟈크 데리다, 1984, 

진태원 옮김(2004), 「법에서 정의로」, 『법의 힘』, 문학과 지성사

29　에티엔 발리바르, 윤소영 옮김(2003),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 평등과 자유의 현대적 변증법」,『'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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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을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그것과 동일한 평면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법치는 시간을 되돌리

려는 ‘모래시계 법치’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모래시계’ 검찰이 적극적인 역할 수행은 구조적

으로 요청된 것이었다.

정권의 목적은 ‘장기집권을 위한 진지 구축’에 있었다. 2008년 말, 노동관계법, 집시법 등의 국

회 입법과정에서 ‘속도전’, ‘입법전쟁’과 같이 정권이 선택한 전쟁의 비유는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정권 초기 역사전쟁에서부터 입법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람시라면 ‘진지전’이라고 불렀을 전쟁, 과거-현

재-미래를 규정하기 위한 보수정권 주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총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40 이러

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기존의 성과들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미

래적 기획이다. 

5. 또 하나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특징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경찰국가 경

향의 심화 현상이다. 서구 학자들이 지적하는 신자유주의 시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복지국가에서 경

찰국가로의 변화다. 신자유주의 시기 국가는 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평등한 결과에 개입해서 사회적 약자

를 보호하는 사회국가적 정당성을 포기하고,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찾으려 한다. “국가가 경제

적 영역으로부터 물러나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형사적 개입의 확대와 강화”로 변화시킨다.41 시장에서의 

“작은 국가”가 치안을 명분으로 “큰 국가”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다.42 

이와 같이 홉스적 관점의 국가관(안전)이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형법의 관할영역이 확대되는 

현상은, ‘위험사회’(벡), ‘불안사회’(고병권)라는 지적과 같이 위험이 일상화되고 불안이 영속적 삶의 조

건이 된 신자유주의적 사회의 풍경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최근 영화들의 경향 -<해운대>, <밀양>, <마더>, 

<추격자> 등-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한다. 또한 안전 문제의 ‘상품성’에 주목하는 우파적 시각(국가와 언

론의 공모)과 함께 안전의 상품화를 겨냥하는 시장의 반응(ex, 세콤, 아파트의 성채화・요새화로 인한 주

거공간의 분리 등)이 그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경향은 ‘정치의 치안화’43를 가져왔으며, ‘훈육사회’(disciplinary 

society, 푸코)에서 훈육 없는 감시사회인 ‘통제사회’(society of control, 들뢰즈)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44 위험사회, 불안사회에서의 안전과 자유 사이에 존재하는 딜레마와 관련해서는, 더 큰 자유, 즉 집

합적 자유(자유평등)의 요구와 개인적 안전(safety)에서 사회적 안전(social security)으로의 전환을 내용

40　정정훈, ‘받들어 법’ (한겨레신문 2008. 12. 31.)

41　지그문트 바우만, 2004, 정일준 옮김(2008),『쓰레기가 되는 삶들』, 새물결. “국가 사명의 재규정에 주목한다. 국가는 경제적 영역으로부터 

물러나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형사적 개입의 확대와 강화로 축소시킬 필요성을 주장한다.” “사회국가 모델로부터 배제적인 ’형사 사법‘,’형벌‘ 또는 

’범죄 통제‘ 국가로의 전환이 그것이다.”(127쪽)

42　정정훈, ‘마석단속, 경찰국가로 가는가?’(한겨레신문 2008. 11. 21.)

43　랑시에르는 ‘정치’, ‘정치적인 것’과 ‘치안’을 구별한다. 정치적인 것이란 이질적인 두 과정, 즉 통치 과정으로서의 ‘치안’과 평등 과정으로서의 

‘정치’의 마주침이다.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44　상탈무페, 2008, Critique as Counter-hegemonic Intervention.  “자본주의 축적의 첫 번째 국면에 해당하는 규율사회에서, 명령은 감옥, 

공장, 정신병원, 병원, 학교 등과 같은 규율제도들의 도움 아래에서 관습, 습관 그리고 생산적인 실천들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분산된 배치들 혹은 

장치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축된다. 대조적으로 통제사회란 명령의 메커니즘(mechanism)들이 사회의 장에 내재되고, 시민들의 신체와 뇌의 

안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이다. 사회 통합과 배제의 양식들은 점점 더 직접적으로 신체와 뇌를 조직하는 이러한 메커니즘들을 통해 내부화된다. 이 

새로운 권력의 패러다임(paradigm)은 사실상 생권력이다. 권력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삶 그 자체의 생산과 재생산이다.” 이글의 한국어 

번역은 장훈교, 성공회대 사회학과 대학원 게시판, http://green.skhu.ac.kr/~sociology/bbs/zboard.php?id=HakHoe1&no=89

히 의회주권의 확립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종속변수다. 최장집에 의하면, “법의 지배란 법의 제정, 법의 

운용과 평결이 얼마나 사회적 힘의 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32 결국 ‘법치’(法

治)는 근본적으로 ‘정치’(政治)의 문제다.33 34 

2.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사고함에 있어서 위험한 것은, ‘rule of law’와 ‘rule by law’를 단계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령 ‘rule by law’ 이후에 ‘rule of law’가 단계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35 36 정반대로 그것은 하나의 몸체의 두개의 머리(double face of law)3�다. 근대적 구성원리로서의 ‘법

의 지배’는 그 자체로 ‘rule of/by law’다. 이렇게 이해할 때, 권력의 정당화 원리로서의 법치(rule by law)

와 권력에 대한 규제원리로서의 법치(rule of law)라는 법치주의의 야누스적 이중성(Janus-faced nature)

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은 법치주의가 근대 이후의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적 작

동 방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가 권력의 언어이자 저항의 언어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과 저항의 담론 모두 법치주의라는 장에 제약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3.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적 ‘의회주의 원리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법기술적 장치’이며, 그 결정

적 징표는 ‘법치행정과 법치사법’이다.38 신자유주의로 인한 법치주의의 내용적 변화는, 효율성에 대한 강

조로 입법권이 약화되고 행정권이 강화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변화는 법에 있어서는 ‘일반조항’

과 ‘재량행위’의 증가로 표현되고, 결과적으로는 재량과 법률의 추상적 규정을 최종적으로 해석・판단하

는 사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 한편 입법권의 약화는 대표-책임의 연계 단절로 인한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위기 문제를 야기하고, 그 결과는 직접민주주의적 행동의 간헐적 분출과 정당성을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확인하려는 사법동원39으로 나타난다. 

4. 이명박 정부와 관련해서 특징적인 것은 ‘잃어버린 10년’의 레토릭이 통치행위 전반을 강하

게 규정했다는 점이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문제 설정은, 케인스주의적 계급타협체제에 대한 공세적 

32　아담 쉐보르스키・호세 마리아 마라발 외, 2003, 안규남・송호창 외 옮김(2009)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후마니타스, 한국어판 서문, 최장집,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33　정치와 법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태욱, 2002, 『정치와 법치』, 책세상

34　반면에 하버마스는 법의 정치화에 대한 절차적 구속과 관련하여, “법에 내재하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긴장이, 따라서 법의 규범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법은 정치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다. 정치는 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법은 정치가 법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조건을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하버마스. 1992, 한상진・박영도 옮김(2007),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 565쪽. 

35　가령 하버마스는 법제화 경향의 네 단계로 (1)부르주아 국가, (2)법치국가, (3)민주적 법치국가, (4)개입주의 국가를 들고, 자신의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2006, 장춘익 역, 『의사소통행위이론  2』, 나남출판 참고. 

36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라는 구분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국순옥, 2000,「법치국가의 신화와 현실」,『민주법학』제1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조

37　법의 지배의 두 측면은 ‘동의와 강압으로서의 법의 두 얼굴’이라는 그람시의 헤게모니적 법 이해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람시의 헤게모니적 

개념과 법의 두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Benney, M. (1983) Gramsci on law, morality, and powe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Law, 

11(2), pp. 191–-208; Cain, M. (1983) Gramsci, the state and the place of law, in: Sugarman, D. (Ed.), Legality, Ideology, and the 

State, pp. 95–-117 (London: Academic Press).

38　위 국순옥, 2000,「법치국가의 신화와 현실」,『민주법학』제1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9　사법동원을 통한 정의의 확인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는, 배우 김민선에 대한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들 수 있다.  

이 소송을 성장하는 소비자운동과 ‘소비자 개인’을 분리시킬 필요성에서 제기된 전략적 소송으로, 한 편의 CF소송으로 분석한 글로는, 정정훈, ‘김민선, 

‘소송사회’ 십자가에 못 박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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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결국 우리들 ‘마음 밭’을 새롭게 일구는 일이다. 누구보다도 ‘대중’을 적극적으로 사고했던 혁명가 그람

시는, 상식의 뿌리로부터 희망을 정치화하는 것이 진보의 출발점임을 말한다. “상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한 상식에 기초를 두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대중의 상식의 뿌리로부터 솟구쳐서, 상식의 껍질

을 깨고, 그것을 다시 상식화하는 것. 그렇게 힘겨운 과정을 정치라고 한다. 상식에 존재하는, 그것의 핵

이 되는 ‘양식’(good sense)에서 대항헤게모니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내야한다.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무상급식  보편적 무상급식

시혜적・온정적 복지  •무상・의무교육이라는 사회권의 완전한 실현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  •반(反)-이등 국민화 원리로서의 존엄과 인권

   

5. ‘무상급식‘ 공약의 정치 쟁점화는 작은 승리였지만,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것은 복

지 개념의 변화에 있어서의 상징적 승리였고, 생활상의 ‘권리’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첫 번째 기

획에서의 실질적 승리였다. ‘무상급식‘은 복지 이슈가 대증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방식을 실증적으로 제시

한다. 그것은 또한 개별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보편화 가능성으로서의 헤게모니와 그 구체적 언어형식

으로서의 ‘권리’ 개념의 정치적 유용성을 웅변한다. 즉 복지문제가 ‘사회권’이라는 보편화 과정을 통해 정치

적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처(Thatcher)식의 신자유주의가 ‘두 

국민전략’(two-nations strategy)49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진보적・민주적 정책 

의제는 그러한 ‘이등 국민화’의 논리에 반대하여 정책 대상자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

다는 것을 드러낸다. 

6. 이러한 ‘무상급식’ 의제의 성공은, 결정적으로 복지 정책에서 사회권의 문제의식을 수용한 

전략의 변화에 근거한다고 평가한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의 가치는 보편성의 원리적 관철에 있

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평등과 자유라는 인권적 가치를 정책 수립의 기본이념으로 정립하는 것에 

있다. 또한 복지정책에서 사회권적 문제의식의 수용은 복지 의제의 정당화의 근거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

라, 정치적 과정에서 대중의 새로운 ‘상식’(common sense) 구성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기도 하다. 

2007년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역동적 복지국가’와 유사한 내용으로 “연대적 복

49　영국의 사회학자 봅 제솝(Bob Jessop)은 대처리즘의 성격을 규명하면서 ‘두국민전략’(two-nations strategy)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는 완전고용과 복지혜택을 통해 하층 노동자계급과 비생산적 인구(연급소득자, 장애자, 실업자)까지도 ‘하나의 국민’으로 

포섭하고, 전체 인구로부터 정당성을 구하는 헤게모니 전략이었다. 반면 대처리즘은 이렇게 형성된 한 국민을 다시 생산적 부분과 비생산적 부분으로 

나누고 전자에게는 능력에 따른 시장의존을 고취하고, 후자에게는 게으르고 무능하며 기생적인 사람들이라는 낙인과 함께 국가의존을 허용하는 ‘두 

국민 헤게모니 전략’이었다. 

으로 하는 담론적 대응이 요청된다. 

‘무상급식’, 다시! Mr. 그람氏 - 권리의 보편성에 근거한 사회운동

1. 그람시 자신은 법에 대한 헤게모니적 관점의 이해를 특별히 강조하여 진전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이 법 또는 권리 개념에서 시사하는 바는 결정적인 것이다.45 그람시에게

서 “법적인 문제란 대중을 교육시키는 문제이며”, “국가는 “법률”을 통해 지배집단을 ‘동질적’이게 하며, 

지배집단의 발전방향에 유용한 사회적 순응을 창출하고자 한다.”46 

2. 그람시는 국가를 “강제의 갑옷에 의해 보강된 헤게모니”(hegemony armoured by coercion)

라고 표현한다. “국가는 지배계급이 지배를 정당화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피치자(被治者)에 대한 능동

적 동의를 획득하고자 하는 실천적이고 이론적 활동의 총체다.” 그람시가 표현한 국가의 설명은 법의 본

질과 정확히 일치한다. 법의 본질은 사회적 동의를 기반으로 강제력을 지닌다는 점에 있다. 시민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폭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전제로 한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이고, 그것

을 ‘법의 지배’라고 부른다.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하면,  “법=동의+강제력”4�이 되고, 결국 국가적 헤게모

니의 표현형식이 바로 법률인 것이다. 

3. 대항-헤게모니를 구성하기 위한 실천은 자신들의 개별적 이익이 다른 집단들의 이익과 연

결된다는 것을 사회의 각 개별집단들이 이해하도록, 개별집단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실천이다.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의 핵심은 (조합적)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보편화 가능성에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항-헤게

모니의 정치적 전략은, ‘이해관계 담론’(discourse of interests)으로부터 ‘권리담론’(discourse of rights)으

로의 전환을 요구한다.48 이러한 요구를 실현함에 있어서 개인적 권리는 사회적・집합적 권리로 대체되

어야 한다. 개별적 이해관계를 ‘사회정의’라는 패러다임으로 보편화하는 기획으로서, 현재의 가장 강력한 

언어는 ‘인권’이고 ‘사회권’이다. 

4. 어떤 주어진 순간에 ‘자연적인 질서’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 ‘자연적 질서’를 따르는 ‘상

식’과 함께 침전된 헤게모니적인 실천들의 결과이다. 따라서 다시 ‘헤게모니’(hegemony)는 결국 ‘상식’

(common sense)을 구성하는 일이다. 그람시의 이데올로기 투쟁은 더 이상 경쟁하는 세계관 사이의 거

대한 투쟁이 아니라, ‘상식’ 혹은 대중의 의식을 수정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개입으로 이해된다. 그

45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국제인권규범 및 법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외국의 연구로는, 각주 11)과 함께, A. Claire Cutler, 2005, 

Gramsci, Law, and the Culture of Global Capitalism,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Vol. 8, No. 

4(December 2005), 527–-542; Kennedy, D. 1982, Antonio Gramsci and the legal system, American Legal Studies Forum, 6(1), pp. 

32–-37;  Alan Hunt, 1990, Rights and Social Movements: Counter-Hegemonic strategies,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 17, No. 

3(Autumn, 1990), pp. 309-328 

46　안토니오 그람시, 이상훈 옮김(1986), 『그람시의 옥중수고 1 』, 거름. 223쪽

47　위 각주 11) 참조

48　Alan Hunt, 1990, Rights and Social Movements: Counter-Hegemonic strategies,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 17, No. 

3(Autumn, 1990), pp. 309-328 

양식 상식화된 양식

유기적 

지식인 

지배적 헤게모니(시민사회)

상식

대항헤게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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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균열을 드러내고,  ’법질서 정치‘의 암초를 헤쳐갈 수 있는 방향성을 부여하는 지도적 원리로서 ‘내

재적 비판’(immanent critique)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54 

민주주의적 법치의 핵심은 인권의 체계화에 있다. 따라서 ‘법학’과 ‘인권법학’이 따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법학 자체가 인권법학일 수밖에 없는 헤게모니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장기적 전망의 

전략과 과제의 도출이 필요하다. 가령 인권의 관점에서 헌법을 읽고 다시 쓰는 헌법교과서와 헌법개정론, 

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칙(소유권 절대, 사적 자치, 과실 책임)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재정립을 위한 

접근, 형법을 국가형벌권의 행사와 절차적 보장이라는 소극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적극적으로 

인권을 실현하는 ‘인권형법’으로 구성하려는 노력과 전반적 개정안,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구조(자유평등)

에 비추어 상법상의 이사회 등 기업경영구조의 재검토 등, 근대 자본주의의 뼈대적 원리들에 대한 해체

와 재구성을 위한 장기적 전망과 작업이 인권의 관점에서 법치주의의 형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민주주의의 기획에서 있어서도 인권의 내재적・내용적 구성이 요청된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인권의 정치’라는 기획은, 이론적 차원에서 간혹 언급될 뿐, 여전히 사회운동에 있어서 정치적 시민권을 획

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령, 정치를 배제된 자들의 주체화로 인해 ‘경계’에서 발생하는 정치적인 것으

로 이론화하는 ‘급진민주주의적 기획’55의 문제의식은 ‘인권의 정치’와 동일한 평면에 위치한 것이다. 그러

나 ‘인권의 정치’와 ‘급진민주주의’는 각 담론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생산적인 대화・접근・경쟁이 여전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 ‘인권의 정치’라는 사회운동의 정치적 전략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

하다. 

4. ‘인권’을 적극적 기획의 언어로 수용하는 의식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령 ‘역동적 복지국가’

의 모델은 보편성 원칙으로서 사회권의 문제의식을 수용했지만, 그 구체적 각론과 원칙의 관철에 있어서

는 ‘더 많은’ 사회권적 관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국가적 패러다임은 사실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

의 개입이 개인의 삶을 규격화하고, 자유를 제약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복지국가적 간섭주의’

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가령 하버마스는 이를 ‘사회국가적 법제화’의 문제로 개념화하여,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고, 또한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정체성의 본질적 고정화의 문제

가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56 따라서 사회권(복지)의 확대는 국가권력의 강화와 국가적 후견주

의 확대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가 되어야 한다. 서구의 사

회민주주의가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를 꾀하면서도 결국은 국가권력의 강화로 귀착되었다면, 오늘 우리

54　‘법’의 언어로 정의(justice)를 드러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도 모른다.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이라는 고전적 문제의식은 

근본적으로 언어의 제한성에 기인한 것이며, 법을 통해 정의를 발견하려는 부단한 ‘해석의 노력’은 언어라는 바위를 굴리는 ‘시지프스의 형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은 입법과 사법이라는 법률적 체계의 전반적 내부에서 부단히 그 시지프스의 노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55　급진민주주의적 기획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배제된 존재들의 입장에서 끊임없는 재구성을 향한 운동의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이 입장은 사회적 삶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경계들의 창조 ・ 유지를 통해 구성되는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민주주의가 전제하는 -‘평등한 자들의 공동체’로서의 -시민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의 장소와 지위를 ‘비(非)시민’이라는 관점에서 

급진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준거점을 제공한다. 시민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의 존재를 가리키는 ‘비시민’의 개념은 생태와 평화, 여성과 소수자,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향한 다양한 새로운 운동들이 자신의 문제를 민주주의와의 접속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과 ‘연대를 위한 구성의 

정치 공간’을 열어준다.” 조희연・장훈교, 2009,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민주 주의 전략 -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성의 정치학을 

향하여, 경제와 사회, 한국산업사회학회. 

56　하버마스. 1992, 한상진・박영도 옮김(2007),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 

지국가”를 제안한 바 있다. ‘연대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 다수의 동의를 확

보하는 방법으로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들고, ‘이해관계의 연대’가 ‘가치관의 연대’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50 반면에 최근에 수용되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은, 보편

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근거로 ‘사회권’(social rights)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

이 “신자유주의 극복과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제도적 진입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한 ‘사회경제적 민주주

의’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1 52 2007년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연대적 복지국가)나 

2010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역동적 복지국가) 모두 복지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흐름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내부적 논리가 ‘이해관계의 연대’에서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차이

를 드러낸다. 

7. 인권의 보편성에 근거한 정책의 의제화 과정은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구성하는 과정이

기도 하다. 가령 실라 벤하비브(Seyla Benhabib)는 ‘권리’와 관련한 ‘민주적 반추’(iteration)의 개념으

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요구가 법적・정치적 제도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공적영역에서 논의되고, 

맥락화되어 정치체제에 관한 기존의 이해를 변화시키며, 권위적 선례를 변형시키는 ‘법 생성적 정치학

(jurisgenerative politics)’으로 보편적 인권체제에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53 즉 시민

들은 ‘민주적 반추’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법 적용의 대상자(subject)이자 입법자인 저자(author)라는 

점을 재확인・재규정함으로써, 보편적 내용을 형성하는 입헌활동과 민주적 제한이라는 역설 사이의 차

이를 돌파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치주의에 ‘인권이라는 트로이의 목마’를! - ‘구성적 원리’로서의 인권

1. 인권은 대항적 실천의 담론이자 사회의 구성 원리라는 지평을 달리하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대항적 실천으로서의 인권은 그야말로 눈부신 진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그 실천

에 비하면, 인권을 사회적・정치적 구성 원리로 뿌리내리려는 노력은 아직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가령 인권의 비판은 여전히 외재적이다. 법치에 대하여, 민주주의에 대하여 인권은 외부자적 개

입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외부자적 위치로 인하여 인권은 구성원리가 아닌, 사후적 교정(비판)원

리에 머무르고 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인권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내부로 들어가, 동등

한 구성 원리로서, 그 내용으로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구성하는 ‘내재적 비판’을 수행하고, 내재

적 긴장과 갈등을 창출하며, ‘내재적 상상력’을 수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무엇보다도 인권은 법치주의 내부에서, 법의 지배의 이중성(‘rule of/by law’) 그 자체에 존

50　진보정치연구소, 2007, 『사회국가, 한국사회의 재설계도』, 후마니타스, 제3장 연대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51　이성이 편저, 2010,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밀, 제1장 63~66쪽. 

52　이외에도 마셜의 사회권 개념을 역동적으로 해석하여 현실 복지국가에서 작동하는 사회권의 성격 및 발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고 유형화하는 연구로는, 나영희・김기덕, 2009, 마셜 사회권의 정치철학적 해석을 통한 사회복지 레짐 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4호(2009.11), 한국사회복지학회

53　세일라 벤하비브, 이상훈 옮김(2008),『타자의 권리 : 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철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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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표현이다. 여전히 딱딱한 인권의 언어를 “우리들의 편한 숨결”로, 일상의 편한 언어로 만들기 위

한 끝없는 대화의 과정이야 말로, 진보의 길이라고 믿는다. 

의 현실에서 요구되는 복지국가적 모델은 사회권 보장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5� 시민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제3섹터형 공급체계를 구상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들과 공급자들 모두를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하는 정

치 전략이 필요하다.58

이러한 관점에서,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의 ‘역동성’은 ‘보편성’과의 관련 하에서 구체화될 필

요가 있다. 참여의 실질화를 통한 객체화 위험성의 극복, 정책 대상별 차이를 존중하는 구체적 ’보편성‘의 

확립, 복지국가 전략의 국가권력 강화 귀결을 제한할 수 있는 내부적 원리의 수립 등등의 문제의식은, 결

국 인권의 관점으로 수렴된다. ‘자유평등’으로서의 인권, 집합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의 문제의식은 자유, 

참여, 차이의 공존과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이 바로 ‘평등’의 문제, 정치적 과정의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이

다. 또한 인권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적 담론이며, 비대칭적 관계에 내재한 권력의 문제에 

민감한 언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권을 보편성의 근거로서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복지국가 

모델의 핵심가치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역동성’의 구체적 내용을 ‘인권’으로 확립하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과 그 지향을 온전하게 담아낼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복지인권국가’의 정립이 하나의 방향일 수 있다. 

5. 인권은 해방의 정치를 기획하는 최소한의 ‘공통언어’로, 최소한의 중첩적 합의가 가능한 기

획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실천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대안’

이 선택되지 못한 것이다. 가령 적-녹-보라의 연대를 이야기할 때, 그 연대를 가능케 하는 횡단의 언어, 

등가의 언어59는 무엇인지? 진보정치가 새로운 주체로서 대중을 형성하는 문제라고 할 때, 그 실천적 전

략과 구체화 담론은 무엇인가? 인권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근접한 대안이라고 믿는다. 다양한 사회운동

이 정체성 (운동)정치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려면, 불가분성과 보편성을 핵심원리로 하는 인권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는 노란색 벽돌 길을 따라 마법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다. 그러나 우

리가 지향하는 자유・평등의 공동체에 그와 같이 선명한 길이 존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란 벽돌 길을 

따라가라는 요구는, 고정된 ‘길 없음’(아포리아)을 감추는 미혹일 뿐이다. ‘인권의 정치’ 내지 사회적・구

성 원리로서의 ‘인권’이라는 제안은 단지 첫걸음을 떼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진보의 길이 대중과 

함께, 대중 속에서 걷는 끝없는 길이라면, 그 부단한 길의 여정에는 ‘인권’의 대화가 필수적일 것이라는 

57　이경주, 2002, 사회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민주법학 제2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경주, 2000,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법학 

제1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8　이범재,「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은 ‘역동적’인가?, 사회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

html?idxno=5654  이 글에서 이범재는 ‘자립생활 모델’로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특수성을 

지적하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시장적 방식을 피할 수 있었던 힘은 사회서비스의 보편화 전략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인권 투쟁 때문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59　무페는 이 문제를 ‘등가의 사슬’(chain of equivalenc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헤게모니 정치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서로 다른 

요구들 사이에서 권력 관계들의 현존하는 구조에 도전하기 위한 요청으로, 서로 다른 요구들을 변형시키는 ‘등가의 사슬’을 확립하는 것에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민주적 요구들의 앙상블이 반드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민주적인 요구들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바로 이 점이 서로 다른 민주적인 요구들이 정치적으로 접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공통의 정체성, 즉 ‘우리’(we)를 

창안하는 것이고 이 과정은 ‘그들’(they)에 대한 결정을 요청한다.”  상탈무페, 2008, Critique as Counter-hegemonic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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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성은

 ①  97년의 IMF 경제위기가 금융자본주의의 주변부 (동아시아)에서 발생했다면 2008년의 금융

위기는 금융자본주의 핵심부인 미국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

 ②  97년 이후 ‘국민의 정부’ (‘신자유주의적 좌파’) 현재 MB정부 ‘신자유주의 우파’ –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와 인권의 지속적인 후퇴 국면 (예: 2008년 후반 촛불 탄압, 

독립 언론 탄압/통제(YTN, KBS, MBC, 등), 2009년 1월의 ‘용산참사’,  5월의 인권위 축소, 쌍

용차 파업 탄압 등) 

 

●  사회권 운동/담론은 인권의 총체적 위기 (자유권과 사회권의 동시/상호연관적 후퇴 및 악화)의 맥락

에서 청소년, 비정규직, 장애인, 주거권 운동 등 특정 집단 또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 

●  국가인권위는 사회권 분야 NAP60 작성, 사회권 포럼 운영, 사회권 지표 작업 등 사회권 관련 사업을 추

진, 인권위 축소 및 지도부 보수화로 성과 미비  

● 인권재단은 2009년 노동, 복지, 교육의 선순환에 대한 사회권 라운드테이블 조직 

●  2009년 11월 유엔의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사회권 심의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국제인권의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 제공 

●  기존의 산발적 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중장기적 ‘통합적’ 사회권 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

할 필요성 대두  

2. ‘사회권’ 담론의 개요 

●  사회권은 여전히 낯선 언어이자 개념으로 인권을 연구하고 직업적으로 인권운동에 몸담고 있는 활동

가 사이에서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frame). 프레임을 ‘한 사회의 개인과 집단에 내재해 있는 

사물과 세상을 이해하는 체계’라고 정의한다면 사회권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인권 특히 사회권의 틀로 이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을 의미. 

●  인권은 도덕, 정치, 법으로 구성, 보편적이면서 구체적이고 이론적이면서 규범적이며  역사적으로 소

수자의 해방적 복합적 개념이자 프레임.  따라서 사회권 프레임은 사회과학, 사회정책, 사회복지적 접

근/프레임과 차별성을 지님. 

●  사회권 Social rights 이란 개념은 한국사회에서 ‘자유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유럽 역사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이후 등장한 경제 사회적 권리 (예: 노동권, 사회보장권 등)를 의미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통칭하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 (예: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 vs. 자유권 위원회). 또는 

개인적 individual 권리와 성격이 다른 집단적 collective or group 성격의 권리를 의미하기도.  

60　국가인권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 

왜, 어떻게 

사회권을 말하는가?

이성훈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인권은 아직까지도 보통 사람들에게 낯선 언어다. 

사회권은 한층 더 그렇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좀더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인간답게 살 권리-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보고서를 끝맺으며 1999

”인권이 단지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 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이 사업을 촉진하게 된 출발이 되었다”

<사회권 규약 해설서 1>  머리말 2002

이 글의 목적은 사회권 관련하여 국제 및 국내에서 진행된 담론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향

후 사회권 담론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1. 2010년 사회권 논의의 배경 

●  한국사회에서 사회권 담론이 인권운동에서 큰 화두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97년 말 IMF 경제위기 직후.  

1999년에 발간된 <인간답게 살 권리-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는 당시 사회권 위기에 대한 대응

의 산물이었다.  이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맥락에서 절차민주주의 vs. 실질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도 사회권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이어짐. 

●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는 ‘사회권’’에 대한 관심은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 다르면서도 닮은꼴을 보이고 

있음  

●  두 시기의 공통점/유사점은 국제적 ‘경제위기’ 맥락,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는 IMF 이후 탈규제, 시

장개방, 공공영역의 사유화(민영화) 등의 특징을 지닌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논리와 일관되게 관

철되는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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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권리인가 아니면 의무가 부착되는 조건부적 권리인가 복지/사회적 권리의 대상 주체를 어디까

지 포괄하는가 등의 문제는 각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옴. (Janoski, 

Dwyer 등) 

● 사회권의 특성에 대한 무지, 오해와 왜곡은 사회권의 보편적 실현에 장애로 작동.  대표적인 예 (인권

의 문법, 116-119 등)

①  자유권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소극적 권리인데 반해 사회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②  자유권은 국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 개선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데 반해 사회권 개

선을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고 효과 또한 더디게 나타난다. (‘점진적인 달성 progressive 

realization’,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등) 

③  자유권은 사법적 조치로 해결 가능한데 반해 사회권은 사회정책적 조치로 해결 가능하다. 

(‘추상적, 도덕적, 프로그램적, 효과가 불분명한 열등한 권리이다’.) 

④ 자유권은 정치적이고 사회권은 탈/비 정치적인 일상적/생활인권이다. 

⑤  사회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권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자유권을   쟁취하고 나서 

사회권을 다루어야 한다. (단계적 순차적 접근) 

⑥  사회권은 일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국한한 문제이다. 보편적 접근은 불필요 또는 자원

의 낭비나 비효율적 이용

3. 사회권의 국제적 발전  

●  유엔에서 사회권은 1966년 사회권 규약 채택 이후 기준설정 standard-setting과 제도구축 institution-

building 분야에서 꾸준한 발전 (연표 참조) 

●  유엔은 인간의 사회경제적 존엄성(사회권)이 단순히 목표나 희망, 시혜나 복지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

적인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는데 합의가 모아짐. 

●  특히 1997년 Maastricht Guidelines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2008년 사회권 침해에 대한 개인 진정

을 허용하는 선택의정서 채택, 2009년 인권이사회 문화권 특별보고관 임명을 계기로 사회권에 대한 

비생산적 정치화된 논란이 종식되고 사회권이 각국에서 보편적이며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국제인권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 

국제사회/유엔의 사회권 발전 과정 연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1966년 사회권과 자유권 규약 채택, 

1986년 사회권 규약 위원회 구성 (자유권 위원회는 1976년)

1986년 유엔 총회 발전권 선언 채택  

1988년 Limburg Principles 림버그 원칙 (사회권 규약 이행 관련 당사국 이행의무 성격과 범위, 보고서 작성 등)

●  사회권은 역사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사회의 두 가지 중요한 정치 이념을 자본주의 사회에

서 동시에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자 반영으로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복지국가 담론 및 

기획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발전. 즉 18세기의 유럽 등 서방자본주의 세계에서 시(공)민적 권리 civil 

rights, 19세기의 정치적 권리 political rights의 ‘1세대’를 거쳐 20세기에 ‘2세대’ 권리로 등장 

 

●  사회권은 사회정의와 실질적 평등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인권으로, 모든 사람이 국가나 사회, 그리

고 공동체에 대하여 자신이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 (사회적 존엄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동시에 국가, 사회, 공동체가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한 생활 여건과 자원

들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차별을 금지할 의무를 의미. (한상희 등)   

●  헌법의 관점에서 사회권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그 세부적인 실천강령으로서의 공

공부조상의 일정한 사회보장 수급권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교육, 주거, 의료, 노동 기

타 제반 분야에서 헌법적인 근거에 기한 국민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인권보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적 권리(김수현, 사회권 연구모임 

2002) 

●  사회권의 내용은 권리영역으로는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 교육권, 노동권, 주거권, 문화권, 환경권 등, 

대상 별로는 장애인, 빈곤층, 노인, 아동, 여성, 노동자, 소수민족,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경제

문화적 소수집단 등으로 구성. 

●  사회권의 권리 내용은 일반적으로 적극적 차원과 소극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적극적 차원이란 

국가의 재원투입과 구체적 정책이 필요한 영역으로 건강(보건)권, 사회복지, 교육권 등이 해당. 소극적 

차원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영역으로 성, 인종, 신분, 나이 등을 이유로 정책이나 

관행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  (Landman 2006,  <인권의 문법> 117 재인용) 

●  사회권은 자유권과 함께 인간 존엄성의 보호와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유권과 상호불가분 

indivisible 하고 상호보완적 inter-dependent 성격을 지님.  상호불가분성과 상호보완성이란 자유권과 

사회권의 증진 또는 침해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

●  자유권과 사회권의 국제인권법적 분리 (적극적-소극적 권리)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의무(state-obligation)에 기초한 접근 정립 – 각각의 개별 인권에서 다양한 수준의 국가 의무가 발생, 

예들 들어 소극적 의무(존중 respect), 적극적 의무 (보호 protect, 실현 fulfill)  

●  사회권 담론을 구조적으로 보면 국가-시장-공동체-개인의 관계와 역할 배분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

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복지제공/사회권 실현의 주체인가, 재원조달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 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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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용산참사는 인권/사회권 없이 진행되는 ‘재개발’의 반인권적 결과를 

비극적으로 드러냈다면 무상급식은 인권/사회권의 정치 의제화 및 제도화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

여준 사건. 

●  지난 6.3 지방선거는 과거 ‘민주-반민주, 보수-진보’ 등의 정치 이념적 프레임이 아니라 ‘무상급식’과 

같은 구체적인 사회권 이슈가 한국사회에서 정치의제로 현실화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해서 확산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인권운동은 이러한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를 넘어 사회

권 프레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함.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상당수 지자체의 

권력교체와 진보교육감 당선은 ‘아래로부터의’ 사회권 실현에 새로운 가능성 제공

●  한편 계층(양극화), 이념(보수-진보), 지역, 세대 등 한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구조적 조건을 인권

적 특히 사회권의 관점에서 분석 및 실천운동을 통하여 인권의 효과적 보호와 증진이 사회통합의 관

건이자 요체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음. 

1999년 <인간답게 살 권리-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는 당시 사회권 현황에 대한 분석 평

가를 바탕으로 아래 네 가지를 인권운동의 과제로 제시. (507-512) 그 틀과 내용은 오늘날에도 대부분 

유효, 이를 참조하여 현재 사회권 운동(실천과 담론)의 과제를 아래 다시 정리

 1. 인권 담론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2.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권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3. 국내적 국제적으로 인권보장 체계를 강화시킨다.

 1) 국내적 차원: 사회권을 법적 효력을 갖는 기본권으로 실질화

 2) 국제적 차원: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적극적 활용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채택 

 3) 세계화가 인권보장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4. 권리를 통한 연대가 필요하다.

1. 사회권 담론의 재구성과 심화 

●  사회권과 자유권의 불가분성 indivisibility,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에 기반한 사회권 접근 방법 

개발 특히 사회권에 대한 무지, 오해 및 왜곡에 대한 적극적 반론과 이를 고려한 통합적 이론 필요  (서

동진 ‘새로운 불가분성’ 참조), 이를 위한 학제간 협력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및 인문학의 결합) 

강화 

●  다양한 사회적 쟁점과 정책 사안에 대한 사회권적 해석과 적용 (무상급식, 기본소득,  보편적 건강접근

권, 등) 을 통해 ‘합의의 영역’ 구축 및 확산, 사회권 실천과 담론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심층적 이

해필요 (국제인권기준의 기계적 적용이 아닌 사회권 실현의 다양한 정치적 경로에 대한, 정치세력화

를 통한 계급타협과 인권적 접근의 관계 등)  

●  사회권 담론의 내용 심화 (사회권을 법적 효력을 갖는 기본권으로 실질화, 사법적 심사가능성, 국가의 

1989년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사회권 규약의 구체적 권리의 범위와 내용) 

1990년 한국정부 사회권, 자유권 규약 비준

1994년 한국정부 제1차 보고서 심의  

1997년 Maastricht Guidelines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존중, 보호, 실현 의무, 행위 및 결과 의무, 핵심적인 국가 의무 규정) 

2001년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 심의 

200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 사회권 선택 의정서

2009년 인권이사회 문화권 특별보고관 임명 (식량, 주거, 건강, 교육)  

2009년 11월 한국정부 제3차 보고서 심의

4. 사회권 담론의 국내적 현황 

●  사회권의 헌법적 근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10조), 평등권(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1항), 사회복지(34조 2항), 노동권(31조), 교육(31조),  등 

●  헌법학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사회국가원리 등의 관점에서 접   근

●  헌법의 관점에서 사회권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그 세부적인 실천강령으로서의 공

공부조상의 일정한 사회보장 수급권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교육, 주거, 의료, 노동 기

타 제반 분야에서 헌법적인 근거에 기인한 국민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인권보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적 권리(김수현, 사회권 연구모임 

2002)

●  국가의 사회권 관련 최소핵심의무 minimum core obligations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01.9.27 

2000헌마342, 헌재 1997.5.29. 94헌마33)으로 헌법적 개입의 가능성 확대 

●  국가인권위의 사회권 관련 사업은 진정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차별금지의 관점), 차별금지법 제정, 

2005년 9월부터 사회권 포럼 운영 (2009년 중단) 및 연례 심포지엄 개최, 실태조사(사회권 지표개발), 

실효성 있는 정책권고로 이어지는데 한계. 

●  사회권의 내용에 대해 국내에서 헌법학과 사회복지학에서 주로 다루어옴,  헌법학은 기본권의 관점, 

사회복지학은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 보편적 ‘인권’ 관점 결여. 

● 사회권 관련 인권운동과 담론이 유기적, 전략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개 

5. 사회권 운동/담론의 과제와 방향을 위한 제언 

●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재정 위기는 사회권 담론과 실천이 초국경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김, 국내-국제 구분을 넘어선 초국적,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경제위기 속

에서 드러나는 양극화, 청년 실업, 교육격차, 부동산과 노동가치의 위기 등을 사회권의 프레임으로 다

루어야…. 

●  2009년 1월의 용산참사와 2010년 6월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의제화는 한국사회에서 사회권의 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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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권’을 매개/중심으로 사회(사회적 연대)운동 

● 권리별, 대상별 운동(각론적 접근)과 통합적 운동(총론적 접근)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 

●  통합적 접근은 각 영역에 국한한 파편적 산발적 시도를 넘어 운동(피해자, 옹호단체 등)과 제도 (법, 

정책), 정치(국회, 정당 등) 연구, 문화 집단의 만남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가능 

● 제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전략적 접근 필요 

● 인권/사회권에 기반한 ‘인권정치’의 제도적 틀 구축 

최소의무, 권리별 대상별 정책개발 및 평가지표, 인권영향평가 제도 등)와 함께 연관담론/프레임을 통

한 외연 확산필요 (민주주의, 개발/발전권, 인간안보, 젠더, 생태 등 

●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념과 다차원적 작동 방식에 대한 인권적 심층 이해와 분석과 대응책 모색, 

일상적 효과 (친밀한 적?), 국가와 사법부의 (무)역할과 (무)책임 등. 

 ‘새로운 불가분성’ 이론 (서동진, <인권, 시민권과 섹슈얼리티> 2005)

① 인권의 목적, 수단, 과정을 통합, 즉 목표, 수단 및 방법도 인권적 이어야 한다.

② 공적 사적 영역의 통합 

③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를 모두 고려. 인권의 가해자는 국가 피해자는 개인이라는 도식적 이

해를 넘어서야.

④ 인권의 관할권과 시행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통일해야

⑤ 지방과 전 세계적 차원의 인권을 내재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

⑥ 민중/풀뿌리 지역운동의 상향식 요구와 국가의 하향식 정책이 통합되어야 

⑦  국가 기업에 대항하는 운동방식과 경우에 따라 국가 기업을 활용하는 운동방식의 전략적 

구사 (협업적 운동 collaborative activism) 

⑧ 개인권리와 집단권리를 통합 

2. (인권)교육을 통한 사회권에 대한 인식 증대 및 확산 

●  ‘사회권’에 앞서/동시에 ‘인권’ 일반에 대한 ‘인권’적 대중적 이해와 인식 제고 및 확산 필요, ‘인권’을 

내세우는 사이비 ‘인권’적 접근의 문제점을 분석, 적극적  대 응하는 교육적 활동 강화   

●  인권친화적 friendly 또는 지향적 oriented 차원을 넘어 인권 중심적 centered 인권에 기반한 접근 

(rights-based approach)의 제도적 실현 (예: 인권영향평가 제도)  

● 사회권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제도 (대 한국정부 권고안 등) 적극 활용 

●  2011년 유엔총회가 채택 예정인 <유엔 인권교육훈련 선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인권교육의 법

적 의무화와 제도화 

3. 국제 인권 기준과 제도의 전략적 활용 .

●  국내의 인권에 대한 과도한 ‘정치화’와 ‘이념적 도구화’를 고려할 때 상대적 진보성과 보편성을 지닌 

유엔의 사회권 담론과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 도입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원칙과 가이드라인 및 

위원회 권고안의 적극적 활용 – 입법, 재판, 정책 수립, 평가지표, 인권영향평가 등)   

●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운동 적극 전개  

● 사회권 관련 특별보고관 적극 활용 (주거, 건강, 식량, 교육, 문화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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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테이블 -

왜 지금 사회권인가? 우리 앞에 놓인 질문들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없음'의 상황과 사회권’

발표 /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신자유주의적 기획’과 ‘국가없음’을

돌파할 사회권,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현실에서 

가동될 수 있나?

이태수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김현미 교수의 발제문은 신자유주의가 갖는 다양

한 속성에 대해, 마치 잘 길든 칼로 저며 내놓은 스테이

크 같이, 현란하게 난도질한 글로서 평가하고 싶다. 최근 

우리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이 이명

박 정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에 있어 많

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발제문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시장주도의 정치경제

적 질서를 만들”어 “'사회'의 의미를 삭제해 버리는 독특

한 형태의 자본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신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내세워 정치적 자유를 그 하

위로 복속시키고 있으며, “‘비경제적인 영역에서 강력한 

정부, 사회적 권위주의, 훈육된 사회, 위계와 복종, 민족

의 예찬’ 등의 요소들을 조합하여” 소위 ‘신자유주의인 

권위주의’라는 통치질서를 만들어 마침내 복지국가로서

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대다수 이 제도의 본성에 의해 억

압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할 ‘국가는 없’게 되는 상

황으로 이어짐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체제하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은 “국가와 개인

의 이분법”적 질서 속에서 NGO라는 이름으로 그 지위

와 역할이 강등당하고 참여의 기회를 배제당하며 심지

어 ‘불법성’을 고발당하는 처지에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 하에 직면하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전 영역에 걸친 급박한 상황

과 시민사회의 우울한 상황 모두를 해명하는 데에 좋은 

관점과 설명 고리를 신자유주의 기획이란 코드로 제공

하고 있음에 크게 공감한다. 그리고 마침내 김 교수가 결

론처럼, “ ‘생존 가능한 삶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기

여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사회권은 세넷의 지적처럼 자

본주의만 살아남고‘사회적인 것’(the Social)은 죽어버

린 시대의 심화되는 불평등에 대적하는 유일한 길”이라

는 주장에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논의를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 토론자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김 교수의 

문제의식이자 이 시대 진보진영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

한 질문은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문화 논리가 일상이 되

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적 시민사회의 확장을 통한 사회

권의 확장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지적이라

고 본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 발제문안에서

는 잘 찾아볼 수 없기에 유감이다. 어쩌면 김 교수의 답

은 앞의 질문 안에 들어있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확장”

이란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역시 민주적 시민사

회가 신자유주의의 질서 아래서 배제되고 축소되는 현

상 앞에서 당위론적인 주장으로만 일관할 수 없기에, 구

체적인 실현방식이 무엇인가는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다.

  분명히 한국사회에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

건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비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20세기 하반기 내내 벌어진 사회운동과 지난 

10년의 상대적인 진보정권에 의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확고히 자리 잡

기엔 부족하다. 사회 전반을 짓누르는 성장지상주의와 

성과만능주의, 그로 인해 빚어진 개인적 성공신화와 국

가적인 성취감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인권의 문제를 

부차적으로 여기는 오랜 관성과 문화가 우리사회에 아

직도 만연하다. 아동에게 오로지 학습을 강요하는 것에 

사회적인 수용이 될 정도로 아동권에 대한 기본인식이 

없는 사회, ‘정상인’보다는 분명 생산성과 인지수준에 차

이가 있는 ‘비정상인’으로서 여겨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열악한 존재감, 개별 가정 내의 어른에 대한 위상은 아

직 존재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적 보상체계가 확고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90만 명

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의 비인간적

인 위상,.... 등등이 대한민국 인권에 대한 현주소이다. 

    그렇기에 시민사회 진영이 사회권의 확산과 담론

에 대한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는 매우 특단의 노력이 기

울여져야 하는데, 토론자의 몇 가지 생각을 던져본다.

  우선, 사회권에 대한 눈높이를 대중적 수준으로 함

께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시민의 정서에서부터 사회

권이 학습되고 주창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상급

식이 좋은 예인데, 실제 이 문제가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인위적으로 조절한 산물로서 의제

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민의 정

서를 통해 ‘밥 먹는 문제’가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

구에게나 해결되어야 할 실존적인 문제임을 파고들었다

는 점에 대해 시민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권을 기초로 한 ‘좋은’ 정책의 성공사례

가 중요하다. 그간 이런 성공사례가 거의 부재하였다는 

것은 사회권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굳건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지만 사회권에 대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공의 ‘맛보기’를 실현할 수 있

다면 그것이 갖는 의미는 지금까지의 국민인식을 정반

대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6.2 지방선거 뒤에 재편된 지방권력

의 지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가 복지와 교육

을 내세운 정치권과 ‘참여와 견제’의 이중전략을 잘 수행

할 수 있다면 생활정치의 현장으로부터 사회권의 지지

자가 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톱니바퀴를 

거꾸로 들리는 효과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구체적인 지방정부 차원의 생활정치이면서도 사회권

의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정책의제가 무엇인지에 대

해 시민사회가 눈을 뜨지 않으면 안된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원론적으로 

것으로서, 과연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의 결합이 김 교수가 소개한대로 일반적인 신자유주의

의 발전형태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보수주의 - 진정 보수주의인지는 모르지만 - 의 

뿌리가 독재정권 시절에 천박한 자본주의와 반공이념

에 있었고 우리사회의 전통인 가부장적 질서와 결합하

여 가지를 뻗어나간 것이라면,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권

위주의의 극성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특징을 단

순히 신자유주의 기획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결합이 갖는 일반성과 

함께 한국사회의 보수층이 갖는 특수성을 아울러 보아

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최근 벌어지고 있는 복지국가 담론의 확

산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점이다. 사실 하나의 

국가상으로서 복지국가를 제시한다해도 천차만별의 구

체적인 복지국가상이 있을진대 현재 정치권과 진보진영 

내에서 일고 있는 복지국가의 담론이 사회권의 확대에 

주는 의미와 시사점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보

수층에서도 복지국가 담론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자

칫 사회권에 기초하지 않은 보수주의적이고 대중추수주

의적인 복지국가 담론이 먼저 유포될 때 복지국가의 진

정성 논쟁은 불가피하고 이는 또 다른 늪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권의 실현과 연결된 복지국가의 담론

을 진보적인 시민사회에서 선점하는 노력이 매우 절실

한 것이 아닌가한다.

  이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역시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는 점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다. 신자유주의가 하나의 전일체(全一體)로서만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요소로서 존재하는 현상, 이것

에 대해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해야 하는가

도 미래시점에 반복될 지도 모르는 ‘진보의 배신(?)’을 

위해서도 미리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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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테이블 - 

왜, 지금, 사회권인가? 우리 앞에 놓인 질문들

‘인권의 정치’, 그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 법치주의와 인권 - 

발표 / 정정훈(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회권, 여전히 생경한 영토에 대한 상상

양현아 / 서울대 법과대학

* 편안한 숨결로 정 변호사님의 글을 잘 보았고 많이 배

웠다. ‘숨결’은 정 변호사님 글에서 중요한 용어 같다. 동

의되고 수용된 권력문화인 ‘헤게모니’가 편하고 자연스

러워야 한다는 말은 매우 신선했다. 

* 제도화 이전에 상상력의 복원 혹은 마음의 준비가 중

요하지 않나? “사회권을 헌법상 기본권의 관점으로, 사

회복지학은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접근, 보편적 '인권 '관

점의 결여. 사회권 관련 인권 운동과 담론이 유지적, 전

략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태.”  사회권을 법적효력을 

갖는 기본권으로 실질화하고 사법적 심사가능성, 국가

의 최소 의무화할 것 등을 제안함(이성훈 선생님) 인권

의 체계화, 실정법의 토대를 인권에 둘 것을 제안함(정

정훈 변호사). 사회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원론적 문제들.

1. 왜 지금 사회권인가? : post 198�년 민주화 시대

 

* post 민주화시대에 적실성 있음: 정치적 자유는 얻었

으나, 경제적 평등도, 역사적 청산도 삶의 질에 대한 필

요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 특히 현 정권 들어 정치적 

자유마저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감. 무엇이 잘못 되었나 

되짚어 보게 됨. 즉 post 자유권과 post 개인 권리의 시

대의 인권 프레임을 넘어서 집합적, 역사적, 적극적 권리

와 의무를 생각하게 됨.

* 인권과 권리의식이 지나치게 ‘이기주의화’ 되는 현상 

목도 - 법은 자기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인권의 이

름으로 자신의 ‘이익보호’를 주장하지 않나 돌아보게 됨.

2. 사회권의 범위: 좁지도 웅대하지도 않게

* 어디까지가 사회권인가: "생계- subsistence" - "최

소한의 경제적 안전"- 헨리 슈, 죤 롤즈, 브라이언 오렌

드 등의 입장 --> 생계 개념만으론 너무 좁다. 시민들이 

법 적용의 대상자이자 입법자인 저자라는 점, 시민들이 

적극적 참여자이자 기여자라는 점, 사회권을 통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조건 무시.

* 그렇다고 사회권을 이상적으로 혹은 지나치게 웅대하

게 잡는 것도 금물: "어떤 나라가 직업 안내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고용자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를 주지 않는다고, 금연 캠페인을 하지 않는다고 그 나

라를 인권침해자라고 혹평할 수는 없다" (<인권의 좌표>. 

제임즈 니켈, 조국 역, 191면).

* 사회권에 대한 '밴스 관념(Vance Conception)' 

생계- 노동, 사회보장(최저 생계비, 실업 수당, 노인, 장

애 수당 등)

건강 - 환경 조건, 공공의료, 보건 서비스, 재생산권 

교육 - 교육 자원을 인민에게 배분 - 평등, 재정, 복지, 

조세 등 

* 사회 안전망 (비용) & 개인의 능력화 (좋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능력 지원)와 차별금지(인종, 성별, 지역) + 

역사적∙ 사회적 해방 (분단, 식민지 유제 등)과 같은 한

국의 사회조건에 부합하는 사회권 개념 마련이 필요.

3. 인권 틀의 업그레이드 혹은 성숙

* 자유권과 사회권의 대립 양상의 극복필요 - 예컨대, 

경제적 자유와 조세와 규제간 대립

사회권과 연계된 부담 - 세금 (실업자, 환자, 장애, 고령

자, 임산부 등) - 부담을 짊어지고자 해야 함. 사회권은 

사회의식(social consciouness)를 요청한다. 

* 성적 소수자: 평등 없는 프라이버시 없다. 사회권 없는 

자유권 없다

공/사 영역의 분리를 통해 평등의 문제를 '탈정치화'함 - 

방임의 지대 

이른바 사적 영역의 문제; 인권 보장을 위한 개인 책임 

배분을 지시하지 않나?

* 여성의 노동, 가사노동과 보살핌 노동과 복지 책임 배

분 - 사적 문제이지 공적 정책도 시민적 덕성 문제도 아

님. 국가 뿐 아니라 시민들도 비용 치르고자 하지 않음 

- 가치와 노동으로서 보살핌의 공공화(公共化) 필요.

4. 사회권 - 법제화의 영역인가 그 위험은 무엇인가

 

* 아직 오직 않은 권리 영역, 법과 비법의 경계 영역

인가. 예컨대 장애인의 '이동권,' 성적 소수자의 '가족

구성권,' 미혼모의 '학습권,' (주로 여성의) 재생산권

(reproductive rights), 문신을 할 권리?

* 권리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권리의 이름으로 스스로

를 정당화하고, 아직 사회적으로 상상되지 않았는데 권

리담론이 먼저 오고 법제화가 된다면? 아직은 생경한 이

름들에 대해 너무 금방 익숙해지지 말고 상상하고 연습

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　법제화의 한계는? - Rule of Law와 Rule by Law 

간의 좁은 길을 지적하고 양 자가 쉽게 호환될 수 있음

을 경계하고 있다(정정훈 변호사). 

5. 타자에 대한 상상과 사회권 실현의 주체들 

*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

다는 것을 생각하나. 이를 교육받은 적이 있는가. 시민 

대 국가라는 관계 뿐 아니라 시민 대 시민의 틀에서 인

권을 생각하나.

* 타자(他者)에 대한 상상, 타자의 권리에 대한 상상 능

력을 진작시켰으면 한다.

* 사회권 실현의 주체들 :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개인

들 : 개인 역시 인권으로부터 발생된 책임을 진다. [세계

인권선언 서문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

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가르침과 교육을 통하

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 노력하고...."]. 예컨대, 소수자의 불공정성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사적 주체들의 중요성 (작업장에서 외국인, 

혼혈인, 여성 차별) - 임신 등 모성의 보호, 다문화성의 

지지 옹호의 사유, 

*　대항 헤게모니의 구성 - 상식을 구성하는 일. 마음

밭을 새롭게 일구는 일(정정훈 변호사)- 어떤 상식인

가?　개인의 권리 주장과는 다른 ‘시민들의 덕성(civic 

virtue)’을 구성하는 것은 아닌가. 이 때의 덕성은 어떤 

내용인가. 관용, 겸손, 타인의 배려, 자신의 타자성, 집

합책임 등? 어쨌든 내가, 가진, 천부적, 권리라는 담론은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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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테이블 -

왜 지금 사회권인가? 우리 앞에 놓인 질문들

‘왜, 어떻게 사회권을 말하는가?’

발표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2010년 사회권운동의 현실적인 고민과 방향

박래군 /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발제자는 “기존의 산발적 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

검하고 중장기적 ‘통합적’ 사회권 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면서 1999년 인권운동

사랑방 사회권위원회가 엮어낸 『인간답게 살 권리』(도

서출판 사람생각)의 문제의식을 새삼 환기시킨다. 10년

이 지난 책에 담긴 문제의식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지적

은 그만큼 사회권운동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일 수도 있겠다. 발제자는 이 책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나

름대로 현 시기 상황에 맞게 ① 사회권 담론의 재구성과 

심화 ② (인권)교육을 통한 사회권에 대한 인식 증대와 

확산 ③ 국제 인권기준과 제도의 전략적 활용④ ‘사회권’

을 매개/중심으로 사회(사회적 연대)운동 등으로 재구성

하여 제시한다. 

『인간답게 살 권리』는 1997년 말 이른바 IMF 사태

가 터지고 곧바로 급격하게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강행

되던 상황에서 “생존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인간다

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부르

짖을 수 있도록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경제∙

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나중의 과제로 미뤄왔던 인

권운동에겐…작은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길” 바라는 마

음에서 만들어졌다. 사실 사회권에 대한 논의는 1997년 

말의 IMF 사태 이전에는 인권운동 진영 내의 주장에 머

물러 있었고,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하다가 급격한 사회

변화 앞에서 새삼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런 뒤에 10여년이 흘렀다. 발제문에서도 지적했

듯이 2008년에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0년

에는 두바이 발, 유럽 발 금융위기들이 있었으며, 지구상

의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유동성의 위기는 

곧바로 세계로 파급되고 있고, 현재 국가들은 이런 위기

들을 봉합하기에 여념이 없지만, 이런 봉합조차도 점차

적으로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제적, 국내적 환경은 사회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의 후퇴와 악화로 귀결되어 노동권에 대한 공격, 사

회공공성의 약화, 빈곤의 심화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훨씬 많이 확

장되었고, 이 필요성을 이제 부인하는 운동세력은 없다. 

그리고 사회권운동도 사회적 약자 당사자들에 의한 투

쟁(장애인, 노숙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 

등등)과 함께 인권운동진영의 적극적인 연대(노동자들

의 파업투쟁에 연대,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환기, 주

거권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투쟁 등)로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회권운동은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함께 사회권이 무

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

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인간답게 살 권리』그 후 10년의 사회권운동

발제자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권의 대립적인 양 측면

을 용산참사와 무상급식으로 대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용산참사는 “‘재개발’의 반인권적 결과가 비극적으로 드

러난” 사례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한국 사회

에서는 소득의 양극화보다는 재산의 양극화, 부동산의 

양극화가 빈곤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손낙

구). 주거권의 쟁취를 위한 세입자들의 투쟁이 극한적으

로 전개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용산참사로부터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용산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재개발

의 문제 또는 주거권의 문제가 중심에 세워지지 못하고 

국가폭력의 문제가 집중 부각되었다. 물론 문서와는 달

리 현실에서는 사회권과 자유권의 침해가 동시적으로 진

행되고 있지만 보다 심각한 정책적, 제도적이고 장기적

인 논의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사회권에 

대한 대응은 용산참사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점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국가폭력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규탄과 연대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먹튀 자본

의 철수에 따른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 노동조건 악화 

등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지는 못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례들에서는 사회권은 구조적

이고 배경이 될지언정 가장 표면에는 자유권적 기본권

이 압도적인 국가폭력에 의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은 비단 현 정권에서만 보이는 현상이 아

니다. 김대중 정권에서도, 노무현 정권에서도 노동자들

이나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는 잔인한 진압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용철∙홍덕표 농민(2005), 

하중근 건설노동자(2006)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사망

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임금을 올리

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 상승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철거민들이 주거권을 요구하는 것

은 당연하고 사회권의 이념과 내용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종종 이기적인 투쟁

으로 매도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진보운동진영도 엉거

주춤한 태도를 취하기는 매한가지다(이런 사례는 주로 

민중들의 투쟁이 폭력투쟁으로 표현될 때 더더욱 그렇다. 

비폭력투쟁의 의미를 인정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일어나

는 역관계나 폭력의 수위 등을 놓고 볼 때 폭력-비폭력 

논쟁은 현실감을 상실하게 된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우

리의 진보운동이 자유주의운동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

기도 한데, 가령 1987년 6월 항쟁 직후에 터져 나왔던 

노동자대투쟁에 대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와 야당들

의 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경제적인 요구가 걸

린 계급적인 투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발제자가 “무상급식은 인권/사회권의 정치 의

제화 및 제도화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

로 평가하는데, 이 경우에는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현장

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운동이고, 명분이나 보편성

에서 앞의 경우와는 다른 결의 운동이다. 발제자의 논지

에 동의하면서 무상급식이 사회적, 정치적 의제로 성공

하기까지의 과정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

기에는 사회보장권에 대한 나름의 연구와 정책대안을 

오래 전부터 마련하고 제기했던 그룹이 있었고, 학교 현

장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를 받아 지역에서 조례제정운동을 전

개했던 그룹들이 동시에 존재했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

감이 제도권 내에서 의제를 만들어냈던 것 등등까지 합

쳐져서 지금과 같이 대세로 굳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이를 모범적인 사례로 분석

해서 사회보장의 권리를 의제화하기 위한 모델로 제시

되면 좋을 것 같다. 

반면에 최근에 정부가 일시에 인상한 공공요금들에 

대한 저항은 조직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나라처럼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해 저항이 거의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싶다. 공공

요금 인상에 대한 성명 정도나 내고 마는 것은 이에 대

한 사회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를 의식적으

로 제기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일부에

서 제기하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도 공정언론의 문제

로 보는 이들이 운동을 펴고 있지만 사회권(문화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사회권 담론을 재구성하는 데서는 보편성을 획득하

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설정하고 현실화할 것인가가 중

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보편성이 획득되는 과정은 사

회적 약자 당사자들의 치열한 투쟁(장애인들의 투쟁을 

통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 기륭전자 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사회적 의제

화 등)과 함께 사회구조적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



�� ��

다. 이럴 때 전문적인 역량들의 결합이 매우 중요하게 대

두된다. 사회권이 아직도 시혜적 정책 지향(프로그램 규

정설)의 정도의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

인 권리로 인식시킬 것인가는 사회권 운동의 중요 과제

일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최근에 인권단체들이 연대해서 

벌이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 ‘성

북 대안개발 프로젝트’와 주거권네트워크에서 추진하려

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은 주목해 보아야 할 사회

권 운동의 모습들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권운동의 과제 

발제자의 ‘5. 사회권 운동/담론의 과제와 방향을 위

한 제언’에 열거된 내용들을 대부분 동의하지만, 문제는 

과제의 나열이 아닌 지금 시기에 앞을 보면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가 우선적인 고민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으

로 보인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사회권운

동의 재구성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몇 가지 제시해본다. 

① 사회권 관련한 현장운동과 연대하고, 응원, 지지

하기; 현장의 치열한 운동을 인권의 이름으로 지지하고, 

명확하게 권리투쟁으로 승인하도록 여론화하고, 응원하

는 투쟁을 통해서 사회권운동이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 

분명해진다.

② 예산 투쟁; 사회권조약은 목표의 점진적 달성도 

말하지만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제2조 2항)도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대한도의 가용자원이 사회권 확보를 위한 예산

으로 배정되도록 노력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산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예산을 어느 정도 배치해야 사

회권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참여예산운동을 

통해 사회권의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운동도 동시에 전

개한다. 

③ 공공성의 강화;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공공성을 

해체하여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다. 소득의 재분배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의 확보가 사회권 확보에 중요한 

열쇠임을 인정한다면 민영화 경향에 대한 저항들을 조

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노동운동과 적극적인 연대가 

가능한 지점이기도 하다. 가령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은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④ 빈곤 심화에 대한 인권적 문제제기; 빈곤이 구조

적인 인권침해/배제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인식되도록 

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제 투쟁과 더불어서 올

해 실시되는 최저생계비 계측에 맞춰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저생계비 확보 투쟁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⑤ 차별에 저항하기;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이주

노동자,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들 중에 특히 여성)

이 당하는 차별을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기 위한 담론의 

개발과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끊임없는 배제와 배

척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권리의 주체로 서도

록 하는 운동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예; 노숙인 야

학 등).

⑥ 인권조례운동; 지방자치단체별로 몇몇 주제에 대

한 인권조례들이 있지만, 인권기본조례는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만이 있다. 인권조례를 제정해갈 때 사회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권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확보할 수 있

다. 또 생활현장에서부터 인권의 주체들을 확보하고, 강

화해서 인권운동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실 인권운동의 주체 역량은 상당히 미약하고, 그 

역량도 영역별로 분산되어 있어 집중과 선택을 어렵게 

한다. 지금의 활동가만으로 사회권운동은 불가능하다. 

사회권의 확보를 위한 투쟁이 성과가 있으려면 우선적

으로 의식화된 당사자들의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그와 

함께 연구역량이 결합해서 정책대안을 개발해야 하고, 

법적 소송을 통한 구체화(사회권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

해서)까지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운동의 주체가 확보된

다면,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정부, 국회, 법

원), 지방자치단체, 기업, 문화집단 등 사회권의 행위자

들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들의 의무이행을 강제

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껏 사회권운동은 말이 무성한 것에 비해서 명확

하게 운동으로 유형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축

적된 운동사례들을 분석하고, 운동 주체들을 강화하고, 

운동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인권운동진영 내의 치열한 

고민과 실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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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인 콜렉티브
Okin Collective

OKIN

옥인 콜렉티브는 종로구 옥인동 옥인아파트의 지명을 딴 작가 그룹이다.

현재 옥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작가의 초대(2009년 7월)에서 시작된 '옥인아파트 프로젝트(http://

okinapt.blogspot.com)'는 급작스런 철거 과정에서 남겨진 세입자들이 처한 난감한 상황과 이미 떠나버린 

거주민들의 흔적, 근대적 건축물이 지닌 상징성과 주변지역의 역사성 등이 뒤얽힌 공간에 대한 탐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같은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성된 것이 옥인 콜렉티브이다. 

언제나 개발 중인 도시에서 급작스레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공간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정황은 도시민 

누구에게나 항시 대기 중이며,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최선의 방법은 개발에 대한 이원론적인 찬반이나 커뮤니

티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의 폭을 넓히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옥인 콜렉티브의 활

동은 특정지역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주변에서 쉽사리 발견하게 되는 무수한 '옥인'을 기억하며, 척박한 도시 공

간 속의 탐험, 연구와 놀이, 환대(hospitality), 예술과 일상의 말랑한 침투와 개입을 고민한다.

참여작가

김화용, 이정민, 이주영, 진시우 

* 옥인 콜렉티브는 위 작가들을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참여자들은 때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참여자들

은 옥인 콜렉티브의 코 멤버로서 웹사이트, 매거진, 뉴스레터 등의 지면과 오픈 프로그램, 전시 등의 프로젝트

와 다양하게 결합한다. 

okinokin.tumblr.com 

옥인 콜렉티브(Okin Collective)

옥인동 바캉스

옥인아파트 2동 옥상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한 1박2일 퍼블릭 프로그램

Okin Collective, 옥인동 바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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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인 콜렉티브(Okin Collective)

옥인 오픈 사이트

초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혹은 살아내기 위해 체득해야 하는 삶의 방식과 즐겨야 하는 

삶의 속도가 있다. 이렇게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려면 일상 속에서 필연적인 일거리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 행위는 아주 즐거운 사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항상 혼자 하는 '딴짓거리들'을 '공적인 노동'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그렇게 구축된 실제와 가상의 경계에 있는 방을 공개한다.

이는 살고 있는 집이 철거 위기에 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관객을 ‘진짜’ 나의 방에 초대하게 된 

것이다. 눅눅한 지하가 아닌 낡았지만 햇빛이 들어오는 지상의 공간과 처음으로 달콤한 연애를 시작했다. 

열렬한 연애세포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 나는 일방적이고 처절한 이별을 선고 받는다. 옥인에서의 

프로젝트는 내 마음을 좀 더 편하게 정리하기 위한 위로요청이었다. 그 2년여의 시간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살짝 열어본다

옥인콜렉티브_김화용, 너를 우리집에 초대해

옥인 콜렉티브(Okin Collective)

옥인아파트 9동에 버려진 두 개의 볼링공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볼링 포 콜럼바인’을 떠오르게 

했다. 영화의 제목은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난사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헤비메탈, 폭력영화, 비디오 게임 등의 문제성을 부각시키는 정치적 쇼를 유머러스하게 

비꼬는 것이다. 1971년 인왕산 자락에 얼기설기 지어진 옥인아파트가 어떤 경로로 개발되었는지 자세한 

사정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강제 철거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은 보상금은 서로 다르며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또한 철거 이후에 들어선다는 생태공원의 전모를 아는 사람도 없다. 어디서 굴러올지 

모를 공에 맞아 쓰러지는 볼링 핀처럼 언제 살던 곳을 떠나게 될지, 왜 떠나야 하는지 진정 아무도 알지 

못한다._이정민/진시우

옥인 콜렉티브_진시우, 이정민, 볼링포 옥인 Bowling for Okin, Two bowling balls collected at the Okin Apartments and mixed medi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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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위기와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모색

노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문제제기

최근 우리사회에서 사회권 논의는 거의 실종되었다. 그렇다고 개별 사회권 문제 와 관련한 사

회적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0~30대 청년백수, 도시재개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용산 참사, 사교육과 공교육 혁신을 둘러싼 논쟁 등은 눈에 드러난 대표적 사회갈등이었다. 

그 밖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사회의 힘든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야 한다는 주장 또한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 재개발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

하는 방안, 공교육 내실화와 무상급식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해법이 합의에 이

르기보다 새로운 갈등을 야기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이 사회권이 현재 처해 있는 현 주소이다. 도무지 해

법을 도출하기보다 개별 사회권을 둘러싸고 상반된 이해집단 간의 갈등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 그 와중

에 시민들의 삶은 점점 격차와 박탈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이를 <사회권의 위기>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사회권의 위기>는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도출 역량의 부재에서 찾

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사회권이란 표현은 아직 낯설기만 하다. 일상생활에서 매일 경험하는 문제이

지만, 그것은 권리의 문제이기보다 능력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강요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난 

십여 년간 사회권을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갈등을 통해 시민들은 무엇이 불만인지 명확하게 표출하였다. 

사회권을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바람직한 목표는 분명할지 모른다. 다만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

한 대안을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사회권 보장이 필

요하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만 현재 각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도 다르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 글은 개별 사회권을 둘러싼 논쟁에 초점을 맞추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권 전체

가 서로 뒤얽혀 있는 악순환 고리를 풀어가는 방안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별 사회권에 대한 해법을 도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의 사회권이 다른 사회권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현

재 우리사회에서 사회권 문제는 개별 사회권을 넘어 전체 사회권을 포괄하는 종합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

것이 개별 사회권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회권 보장을 위해 누군가 양

보해야 한다면, 보다 큰 그림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우

리는 전략의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해야 할 때일 것이다.

1.
사회권, 국가, 공동체

- 
누가, 무엇을 돌보고 

나눌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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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는 임금부문 진입 및 퇴출과 관련해서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은 비임금 부문의 크

기를 유지 또는 확장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비임금 부문의 크기는 그 속성상 내부의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진원지로 작용하게 된다. ‘SSM’(Super super market, 기업형 슈퍼마켓)문제에서 나타

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세자영업의 증가는 비임금 부문의 내부격차 확대를 상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비임금 부문은 여전히 비공식부문의 속성을 갖고 있어, 조세형평성과 복지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임노동부문에서 내부적으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것은 주로 <직장의 특성>과 <종

사상지위>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지위는 시간당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고용단절을 통한 월

평균 또는 연평균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업종이며 기업의 규모가 어떠한가도 중요

한 문제이다.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인가, 제조업인가 금융업인가, 대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에 따라 임금

과 복지문제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로 직장의 특성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

동자보다 더 열악한 처우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노동시장의 진입, 승진, 그리고 퇴직에 이

르는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제 노동부문에서의 격차가 주로 어떤 집단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성별, 학력별, 연령별 격차를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여성, 청년층과 고령

자, 저학력자 등의 특성을 가진 집단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불이익과 기회불균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는 집단 중 청년층은 <기회균등의 위기>를 경험하는 집단이라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은 노동으로부터의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빈곤층에 주목하는 이유 또한 이들이 ‘결과적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경험하는 집단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빈곤가구에서 저학력자와 여성 그리고 한부모 가구,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인구 및 가

구집단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어떠한 집단이 사회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

고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최근 노동부문에서의 격차확대가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부문에서의 격차가 다른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부문에서의 격차 확대는 학력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갖는 세 가지 기능, 즉 <시민

성 배양, 직업능력 배양, 문화성 배양>이라는 기능의 균형이 깨어지고 주로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의 선

별을 위한 기능경쟁에 치우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생애주기별 교육보다 성장기 중등교육에 모든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등교육비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

가로 이어지고, 고등교육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노동수요에 걸맞지 않는 공급을 

계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사회는 과연 지금처럼 많은 대학생과 이를 위한 지출을 필요로 하

는가. 그럼에도 이러한 불합리한 지출이 계속되는 이유는 노동부문에서의 학력에 따른 격차확대가 평생

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비 지출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문 전체에 걸친 개혁

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노동부문에서의 격차 확대는 복지권과 관련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강조해 왔던 바와 같이, 1987년 체제이후 우리사회는 민주화를 통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증가

하고 사회보험제도가 확대 개편되었고, 1997년 체제이후에는 사회보험을 비롯한 주요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종사상지위 등에 따른 복지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우리사회

에서 노동격차가 임금격차 뿐 아니라 복지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 확대는 중산층의 붕괴와 근로빈곤층 증가 문제와 맞물려 있다. 결국 노동권의 위기

I I. <사회권의 위기>란 무엇인가

<사회권의 위기>라는 표현은 다소 선정적인 표현처럼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하

나의 사회권이 다른 사회권을 제약하고, 그것이 또 다른 사회권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고비용・저효율의 사회>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사회권 보장 

강화나 이를 위한 경제적 기반 강화 양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지금 우리사회

는 사회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사회권 위기의 핵심은 시장소득을 극대화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

고 그것은 기초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든 박탈계층의 증가, 사회권 보장을 지탱할 중산층의 위기, 국가 책

임성의 약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를 통한 사회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시

장소득을 극대화하지 않고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감은 중산층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증가추세는 

당분간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다. 노동시장의 급격한 구조변화로 더 많은 경제활동인구가 저임금 또는 저

소득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가구차원의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 심화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

다. 이어 주요 소비영역에서 지출부담의 증가는 개별가구의 소득능력에 따른 박탈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

히 교육・주거・의료부문에서 개별가구의 높은 지출부담은 소득불평등이 삶에 미치는 충격을 증폭시키며, 

그것은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산층마저도 지출경쟁

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끝으로 국가의 사회권 보장노력은 복지부문에서의 선

별적 확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회권 영역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요 생활

영역에서 취해진 많은 정책들이 여전히 개별가구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금주의의 확산과 연대주의의 후퇴는 사회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시민들은 사회권 보장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이해관계

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이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시스템에 내재된 모순에 기인한다. 개별가구

가 구조적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없고 공적 보장체계 또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자신의 이익을 극대

화하는 이기적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서로 양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권 보

장에 합의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사회권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노동, 복지,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사

회권 위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위기의 진원지는 노동이며, 복지와 교육은 노동권의 위기와 맞물려 

그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물론 개별 사회권 간의 관계를 고민하다 보면, 그 인과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

혀 있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에 주목하여 종합적 인식을 하지 못하는 한, 개별 사회

권에 대한 일종의 순혈주의 또는 이기주의의 위험에 빠져들게 된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회권은 없

다. 다만 현재 어떠한 사회권이 다른 사회권을 어떻게 제약하고 있으며, 뒤얽힌 고리를 어디서부터 풀어

갈 것인가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노동부문에서의 격차확대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최근의 경제사회환경(탈산업

화와 국제경쟁)은 비임금 부문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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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기를 방치하고, 취약계층의 희생을 전제로 우리사회의 성장과 통합을 기대하기는 힘든 일이다. 더욱

이 성장부문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권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권 강화와 관련해서

는 먼저 성장전략이 도구화시켜 왔던 핵심 사회권(도구화된 교육과 양극화된 노동)에게 본래의 자리를 

찾아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별가구의 소득에 의존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전략이 한계

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복지정책 또한 ‘사

후적・잔여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사회권에 기반한 예방적・보편적 복지정책’으로의 방향설정이 필

요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답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은 제반 사회권의 조합방식에 있어 악순환구조에서 선순환구조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사회권의 악순환구조는 교육이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능적 선별기능에 

편향되어 있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소득격차와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이것이 교육・의료・주거영

역에서의 소비격차를 확대시키고,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와 정책효과의 왜곡문제를 야기하는 순환구조를 

의미한다. 반면에 사회권의 선순환구조는 교육이 시민교육・창의력개발・기능배양이라는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하고, 노동영역에서 연대와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소득격차를 최소화함으로서 교육과 소비영역에

서의 갈등확산을 억제하는 순환구조를 의미한다. 

대안적 경제사회 패러다임에서 사회권이란 박탈집단에 대한 최저보장(National Minimum)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격차와 차별을 최소화함으로써 박탈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사회권 보장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주요 사회권의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권은 <동일직무 동일급여> 원칙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

을 두어야 한다. 특히 성별 격차와 학력별 격차를 해소하고, 성과체계를 투명화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이는 현재 이원화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격한 

노동이동과정에서 각 개인의 재훈련과 관련된 비용의 사회화를 강화해야 한다. 그것은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등의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권은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과 자격유지를 유연화하고, 공공부

조제도의 보장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복지의

존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복지저발전 상황에서 특정 제도로 자원이 집중됨에 따

라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단기 전략은 급여수준을 높이기보다 적용대상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지지출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요 욕구별 지

출(주거, 가족, ALMP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교육권은 <공공성・창의성・기능성>을 강화하는 원칙에 따라 공교육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미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교육개혁은 단순히 사교육비 

절감이나 공교육 강화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교육과정에서의 선별기능이 노동시장 진입과 

이후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해소와 실질적인 

평생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과 발맞춰 사교육비 지출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조세로 전환하는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고통스러

운 개혁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

는 소득보장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지출부담을 증가시키고, 지출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약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노동권 보장을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사회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

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타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지 반문할 필요가 있다. 노

동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담론이 갖는 함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사회에서 노동권은 고용

의 안정성 외에도 각종 임금격차, 복지격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높

이고, 그에 따른 충격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흡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노동권이 현재보다 훨씬 

더 보장된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유연안정성 모델의 핵심은 세계화 시대에서 고용안

정성(Job Security)과 기업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의 조합, 그리고 노동이동과 교육・훈

련에 따른 비용부담의 사회화에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도 단순히 노동유연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교육

・주거 등 핵심 사회권에 대한 보장체계가 견고했고, 특히 노동의 재훈련 및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강

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노동과 자본의 관계뿐 아니라, 노동내부에서의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개방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편에서는 국

가가 노동과 자본의 문제에 얼마나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교육, 주거 등 핵심 사회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노동이동성

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성 강

화라는 주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노동이 현재의 격차를 유지하려는 주장에 업혀가고자 하

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솔직한 논쟁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과 노

동권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교육체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문제 또한 

노동권 문제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이러한 논쟁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I I I. 어떤 <경제사회 패러다임>인가

우리사회는 <非 福祉 成長모델>에서 <先 成長 後 福祉모델>로 이행하여 왔다. 여기서 <非 福祉 

成長모델>은 경제성장이 박탈과 격차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정부의 역할을 최

소한의 개입으로 국한하고, 민간영리부문의 주도권(Initiatives)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모델의 특징은 국

가의 총 자원을 성장을 위한 요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선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과 

의료부문이 그것이다. <先 成長 後 福祉모델>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쟁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평

등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서 사후적으로 복지정책을 통해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

는 것이다. 이는 기타 사회권과 관련해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주된 역할을 복지부문

에 위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사

회적 피로감을 확산시키며, 결과적으로 사회권의 전반적 위기를 개선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사회는 <사회권에 기반한 경제사회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 저성장

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성장을 기대하며 사회권을 계속 희생시키는 것은 사회통합성을 약화시킴으로

써 성장기반을 해체시킬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노인빈곤과 여성차별 그리고 노동과 교육 그리고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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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는 정교한 제도적 조합(Institutional Arrangement)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개별 제도조차 이러한 정교함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위에 언급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

황에서 지출확대를 통해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기 힘들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대상집단이 정확히 포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IV.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건

새로운 <대안적 경제사회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것>과 <가능한 것>의 경계는 모호

하다. 그것은 사전적으로 정의하기 힘든 문제임을 의미한다. 사회세력 간의 힘 관계에 따라 그것은 보다 

진전된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고, 훨씬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은 대안적 경제사회 패러다

임이 이른바 <큰 정치>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상황에서 이해집단 간 갈

등을 조정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는 <큰 정치>와 정교한 <제도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사회적 격차와 박탈해소가 하나의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우애(amitie)

의 원칙에 기초한 연대적 실천의 강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사회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강

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사회권 문제

에 대한 냉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논거를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즉, 핵심 사회권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근로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노동비용 절감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거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통해 사회권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성장 이데올로기의 극복>이다. 성장주의 또는 신 성장주의는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문화이자 특정한 정치세력을 결집시키는 이데올로기를 지칭한다. 그것은 국가재원을 성장과 관련된 부

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교육과 의료 등 양질의 노동력 확보에 필요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표출되고 있다. 성장주의는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을 낭비

적이라고 간주하여 “복지지출 확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어 왔다. 이는 사회권 강화를 전제로 자

원의 효과적 배분을 고민하기보다 사회지출 자체를 통제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권의 위

기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성장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권 강화가 경제성장전략 

및 국가재원배분전략과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장주의의 극복이 단순히 과

학적 논증의 문제이기보다 정치적 선택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적 합의기능의 강화>이다.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는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을 조

정하고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 간 어떤 정부도 풀지 못했

던 난제이며, 정부가 공약했던 많은 정책이 추진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0

년간 우리사회는 <보수・진보>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정책결정에 차질을 빚어 왔으나, 하지만 그것은 

대안적 경제사회 패러다임은 이러한 개별 사회권을 종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 보장에 있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개별가구가 부담하던 비용의 사회화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심화, 그리고 다가오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사회권 강화를 위한 조세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리고 현재와 같

이 근로연령세대의 박탈과 격차 그리고 위기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이러한 문제

에 대응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오는 10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부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시민들은 사회권 강화 또는 복지강화를 원하면서도 조세부담

을 늘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정부도 조세부담을 강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세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해법을 찾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시민들의 복지욕구

가 증가하고, 급격한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장전략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의 담론을 지나치게 확산시키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최근 남유럽의 재정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복지지출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

하는 것 또한 정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2008년~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와 산

업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세수감소 그리고 남유럽 일부 국가에서 나타난 정부의 비난회피형 정책과 관련

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서 복지지출의 기능별 배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가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산업구조의 대외적 취약성에 대한 대책, 공공지출 확대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도출의 중요성, 복지지출의 기능별 균형과 합리성, 정치권의 책임 있는 개혁노력이라 할 것이

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조세부담 및 사회보장 관련 지출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일종의 피로감

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기타 사회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출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큰 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한 이유이다.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반문할 필요가 있다. 

왜 상대적으로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남유럽 국가에서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보다 많은 복지지

출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개별

가구의 소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사회발전을 위한 어떠한 개혁이나 양보도 쉽지 않다는 것

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사회가 북유럽과 같은 복지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이들 국가가 갖춘 많은 조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점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보장수준의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보장범위

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점진적인 사회권 강화를 위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이 주장은 사회권 보장을 위해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그 효과가 사회 전 계

층과 전 영역으로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유럽 각국은 사회

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사회에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범위(Coverage)를 확대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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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 사회로 

: 성찰-상상-실천

마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의 다양화,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 욕구 증가, 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 탈산업사회적 현상에 따른 ‘돌봄공백’은 새로운 복지수요와 정책의제를 생산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

응은 복지국가 재편의 속성을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차원으로 부각되고 있다(Taylor-Gooby, 2004; 마

경희, 2007에서 재인용). 많은 국가들에서 돌봄은 공적-사적, 공식-비공식, 유급-무급 등의 경계를 해체

하면서 사회적으로 조직화되고 있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한 활동과 관계, 그리고 돌봄이 배분되고 수행되는 규범적, 경제적, 사회적 준거틀로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은 복지국가의 변화와 발전을 포착하기 위한 중심적 개념이라는데 폭넓은 동의가 형성되고 있다

(Daly and Lewis, 2000; Williams, 2001).

국내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80년대 후반 이후 여성운동의 지속적

인 이슈였다. 여성운동은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전제로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

추었고, 90년대까지 돌봄을 둘러싼 공적 논쟁은 아동 보육 문제에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90년대 후

반 외환위기 이후 가시화된 ‘가족 위기’, ‘저출산 위기’ 등 위기 담론은 ‘가족’과 ‘전통’을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에 의해 돌봄 책임을 가족에 전가해 오던 ‘한국적 복지모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공감대를 조

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아동 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구 층에 대

한 돌봄이 국가정책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건강가정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기본계획), 사회서비스 정책 등 가족정책, 인구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은 모두 돌봄의 문제에 대한 공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사회정책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소득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

었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흐름은 그동안 주변화 되어 왔던 돌봄이 하나의 정책 의제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돌봄 정책에 ‘돌봄’은 없다. 돌봄 정책들은 ‘가족 위기’, ‘저출산 위기’, ‘일자리 위기’ 등 

각종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능적 필요에 돌봄을 종속시킨다. 가족・인구정책 내에서 돌봄은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대응한 미래 노동인구 생산이라는 목적에 종속된다. 노동시장 정책에서 돌봄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라는 명시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은 갖추지 못했다. 사회

정책에서 돌봄은 고용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 나아가 경제성장 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경우 정파적 이해관계의 문제였지, 이념적 대립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책대결의 

부재를 의미한다. 물론 그것은 정책정당의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각 정당이 사회권과 관련해서 정

책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란 선거경쟁에

서 승리하기 위한 타협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십여 년간 각 정당이 사회권 보장과 관련해서 공약

했던 정책들이 정책추진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는 것 또한 정책공약의 비일관성과 즉흥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시민사회진영이 제 역할을 했던 것도 아니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또한 사회권 보장강화

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심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노동내부의 분열과 시민사회운동의 중심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히려 시민들은 경제사회적 

격차와 가치대립 속에서도 사회권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큰 합의도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에서 나타났던 많은 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시민들

의 욕망을 읽고 쓰는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셋째, <사회적 연대문화의 구축>이다. 우리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권의 

폄하와 사회권의 선별적 강화>라는 전략을 취해 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사회는 개인의 이기심과 그에 기

반한 경쟁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경제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

하기보다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사용자・사회운동단체> 중 

어느 누구도 조세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이를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노

력을 하지 않았다. 富를 재분배하기 위해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는 가시밭길 보다, 비난의 소지가 있는 정

책결정을 미루는 ‘편리한 선택‘을 해 왔던 셈이다. 그것은 때로 사회권 강화보다 잔여적 복지를 일부 확

대하는 방식이 선택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민사회단체 스스로의 노력

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편안한 길보다 지역시민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대

적 실천을 하는 보다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사회가 <사회적 경제>의 실천에 주목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시민사회의 자발성과 연대성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천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

연대적 경험>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회권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양보와 타협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토론주제 

1. 사회권 담론은 어떠한 형태로 제반 사회권을 포괄하는 담론을 생성할 수 있는가

2. 노동권과 관련해서 유연안정성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3. 사회권 강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사회권의 점진적 강화전략으로 제시된 <보장대상의 확대>는 타당한 전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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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키는 한에서만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제공되어 왔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가족의 변화,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 탈산업 사회적 현상에 따라 도래하게 된 이른바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2000년대 초반 이후 인구・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돌봄이 

정책화되기 시작했다. ‘생산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돌봄이 공적 문제의 영역

으로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각종 돌봄 서비스는 인적, 재정적 자원을 조달할 여력이 없는 가족에 대한 지

원에 제한되고 있으며, 돌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가족에 있다는 국가의 믿음은 확고하다. 

이는 ‘안식처’로서 가족, 노동이라기보다는 애정과 감정의 표현으로서 돌봄 이라는 허상에 기

초한 ‘이상적 돌봄 장소로서 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합리화된다. 그러나 가족과 돌봄에 대한 이러한 이

상은 현실세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이 여성인 돌봄 제공자로부터 돌봄을 받는 ‘생

산’ 노동자 또는 미래의 생산 노동자의 이상이자 기대일 뿐 이며, 돌봄 제공자에게는 강요된 의무로서 기

능해 왔다. 전업 돌봄 제공자에게 돌봄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지루한 노동일 수 있으며, 유급노동자

인 여성에게 가족은 또 다른 일터이고 돌봄은 피로를 가중시키는 ‘이중부담’이다. 혼자서 경제적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한 부모 여성에게 돌봄은 ‘고독한 전쟁’이다.

이것은 친밀성과 애정, 감정적 유대라는 돌봄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돌봄 자체

의 내재적 속성이자 본질로 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간의 돌봄 관계에서

의 친밀성과 유대에 기반한 돌봄은 ‘좋은 돌봄’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는 규범으로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물질적 조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2. ‘의존성’의 선별적 주변화와 특권화된 무책임의 은폐

일 중심 사회는 시민을 유급노동 시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한

다. 유급노동 시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민이며, 유급노

동 시장 밖에 있는 사람은 ‘의존자’이다. 의존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 등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타인으로부터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상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무능력자’라는 규

범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일 중심 사회의 이상으로서 독립적 성인, 즉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갖출 수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봄을 필요

로 하는 사람들은 ‘부담자’로 인식된다. 이는 생산가능 연령인구 대비 아동이나 노인 인구의 비율을 ‘부양

비’로 쉽게 개념화 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가족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은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요양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보건복지

가족백서, 2009)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된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부담자’로부터 탈피할 수 있

도록 하는 ‘자립’을 지원한다. 

다른 한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 역시 ‘무능력자’라는 낙인에 취약

하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급노동 시장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돌봄 제공자는 돌봄 수혜자와 함께 키테이(Kittay)가 ‘부양자(provider)’라고 이름붙인 제3자에 

국가정책에서 돌봄의 수단화는 유급 돌봄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돌봄의 질적 수준 저하라는 부

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의 보편적 욕구 충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 담론 내

에서도 ‘돌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정책과 사회에 대한 비전은 빈약하다. 돌봄을 둘러싼 구체적인 쟁점은 

유급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안정성에 제한된다. 시민의 보편적 욕구로서, 보편적 권리로서 돌봄에 

대한 요구는 추상적이어서 돌봄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제기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성격을 보여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돌봄을 자기이해와 경쟁을 통한 성공과 성취를 개인과 사회발전의 지표로 삼는 일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돌봄에 대한 공적 토론과 협상은 돌봄

이 주변화되지 않는 대안적 사회비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전망을 가지고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현재의 돌봄 정책이 제기하고 있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미래에 돌봄이 어떠

한 방식으로 조직화되어야 하는지, 사회정책의 새로운 규범적 틀(new normative frameworks for social 

policy)(Sevenhuijsen, 2003)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답할 수 있어야 하며, 돌봄 정치는 이러한 전망에 기

초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든 지속적으로든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돌

봄의 보편성이 일 중심 사회에서 부정되고, 주변화되고 평가절하 되어 왔다고 주장하는 트론토(Tronto), 

키테이(Kittay), 세븐휴이젠(Sevenhuijsen), 윌리암스(Williams) 등 여성주의 돌봄 이론가들의 논의를 빌어 

구체화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이 우리 사회에 정책에서 어떻

게 주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III 장에서는 돌봄의 윤리와 가치가 사회 구성

원의 일상적 삶의 과정과 제도, 정책 속에서 체계적으로 인식되고 통합되는 대안적 사회로서 ‘돌봄 사회’

가 어떠한 모습일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본다. IV 장은 돌봄 사회를 향한 정치적 윤리와 돌봄 정치의 속성을 

정의한다. 대안적 사회비전으로서 ‘돌봄 사회’는 돌봄을 낭만화하기 보다는 돌봄의 공적 조직화를 위한 

정치적 윤리를 필요로 하며, 돌봄 정치는 돌봄과 돌봄관계 내에서 작용하는 권력을 드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V장은 돌봄에 대한 이러한 논의의 정치적 함의를 정리하고 글을 맺는다.  

I I. ‘일 중심 사회’ 에서의 돌봄

1. ‘사적’ 돌봄 책임과 가족 내 돌봄의 이상화

일 중심 사회는 ‘생산’ 중심 사회이다. 시장에서의 경제적 재화와 용역의 생산은 사회 발전의 

척도로 간주되어 왔다. 경제적 부와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시장은 오랫동안 국가정책의 핵심 영역이었고, 

전후 복지국가는 다양한 ‘탈상품화’ 정책을 통해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했다. 그러나 재생산의 영역인 돌봄은 집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공적 의제가 되지 않거나 주변화 되

어 왔다. 가족은 돌봄의 일차적 영역으로 전제되어 왔으며, 가족이 돌봄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

할 때만 국가나 사회가 개입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육체적, 정서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는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으며, 부양자의 유무나 자산조사 등의 자격 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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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봄 노동의 평가절하와 계층화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은 성별분업 체계와 결합하여 여성의 일로서 평가절하된다. 한편으로는 

사랑과 친밀성, 나아가 인내와 희생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구현하는 행위로 미화되기도 하지만, 돌봄 노

동이 유급노동 시장에서 이루어질 때의 가치평가는 냉혹하다. 돌봄 노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성장 잠재력 제고와 복지 수준 향상”을 목표로 도입된 <사회서비스 확충 계획> 이후 노인 

돌보미, 아이 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등 과거 가족 내에서 여성들이 하던 일들

이 시장에서 ‘직업’으로서 이름을 얻게 되었고, 유급 돌봄 제공자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사회서비

스 일자리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령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보건복지가족백서, 2009)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 빈곤층 및 ‘취업취약계층’ 여성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제 시장

에서의 유급 돌봄은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의 연장선상에서 평가절하된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평균

임금은 전 업종 평균임금의 60%에 불과하고, 시간제, 파견직 등 임시・계약직의 불안정한 일자리이며,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로 부터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이영범・남승연, 2009; 문순영, 2008).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일자리를 통한 자립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자활사업, 사회적 기업 등 인프라

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돌봄 노동자는 여성 근로빈곤층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산업 활

성화를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보건복지부, 2010)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유급 돌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일부 중산층 여성의 이야기이다. 중산층 여성의 돌봄 노동은 빈곤층 

여성으로 전가되고, 빈곤층 여성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은 방치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다른 한편, 여전히 대부분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 돌봄 노동은 부인의 개인적 서비스

(personal service)에 대한 남편의 의존이 인식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무

급 돌봄 제공자인 부인의 역할은 공적인 기여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회보험 수급권의 기초가 되지 못하

며, 남편의 피부양자로서의 파생적 수급권(derived rights)에 제한된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에 대

한 돌봄 책임과 이를 위한 남성 부양자(provider)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원치않는 가족관계로부터의 탈

출을 위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5. 수단으로서 돌봄 정책

일 중심 사회의 돌봄 정책에서 ‘돌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가족・인구정책 관련 기본계

획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1차중장기보육계획(2006-2010)」,「건강가정기본계획

(2006-2010)」,「여성인력 개발 종합계획(2006-2010)」등 아동 보육부터 장애인, 노인, 환자 등에 대한 가

족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많은 정책 패키지들 - 은 보육료 지원 및 시설확충, 산전산후휴가 급여 확대, 

육아휴직 지원 강화, 노인요양인프라 확충, 가족친화기업 및 사회문화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계획

들은 다소 초점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출산력 저하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

성을 계획수립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돌봄 관련 정책의 대량 도입에는 저출산・고령

화 사회에 대한 긴박한 대응 및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각각의 기본계획은 고

경제적으로 ‘의존’한다. 이 제3의 부양자는 가족 내 부양자(주로 남성인)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다

(Kittay, 1999).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 유급노동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가 제한

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이나 국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존성’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부정적 낙인은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사회의 권력의 

효과이다. 의존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 낙인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의무(주로 남편에 대한 

부인의 의무) 또는 고용관계(고위 관리자와 비서관계)에 기반하고, 타인의 돌봄이 없더라도 스스로 자신

의 일상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일상적 돌봄61 - 식사, 세탁, 청소 등 - 은 당연시되며 가시화

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의 돌봄에 의존하여 유급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민의 의존은 돌봄에 대한 ‘무

능력’으로도,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부담’으로도 인식되지 않는다. 유급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특

권화된 시민(특히 남성)은 돌봄의 책임을 요구받지 않으며,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

고 어떠한 도덕적 비난도 받지 않는다. 트론토는 이를 특권화된 무책임(privileged irresponsibility)이라고 

부른다((Tronto, 1993). 

3.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취약성

돌봄을 사적인 책임으로 전가하고, 유급노동을 특권화하는 사회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은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되거나, 학대와 지배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욕구로 

인해 타인의 돌봄 없이 일상적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돌봄 제공자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인 것이며, 

돌봄 관계에서 제공자는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에 제한될 때 돌봄을 받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원은 돌봄 제공

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이다.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우월성에서 나오는 권력이 항상 지배와 학대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Kittay, 1999), 장애인들의 타인에 대한 의존성과 취약성 중 일부는 비장애인 중심의 사

회조직과 물리적 공간 등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적 관계를 통해 돌봄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취약성은 불가피한 것이다. 돌봄의 가족책임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도

덕적 의무감이 돌봄을 받는 사람에 대한 부당한 권력행사를 어느 정도는 제한할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택의 여지없이 가족의 ‘부담’으로 존재해야 하는 ‘의존자’들의 존

엄과 인권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몇 년간 사회서비스 정책의 시행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산모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

람들의 선택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전략(최근에는 산업 육성)에 기대

어 공급되고 있는 서비스는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에 의한 서비스 대상자는 저소득층에 제한되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

시키거나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만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부 지원 대상 저소득층도 아니고 시

장에서의 구매력도 없는 계층은 가족의 도덕적 의무감에 의존해야 한다.

61　이는 와네스(Waerness)가 권력관계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 세 가지 유형의 돌봄관계 중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에 해당된다(Knijn and 

Kremer, 19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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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누구도 원치 않는 돌봄을 도덕적으로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돌봄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당위성은 일 중심 사회에서의 권력 작용에 의해 은폐되어 온 인간

의 삶에서 돌봄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가능해 질 것이다.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일정기간

은 타인으로부터의 돌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를 경험하며, 또 일정기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이 당연시될 것이다. 의존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조건이 아

니라 인간 삶의 과정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인정된다(Tronto, 1993; Fine and Glendinning, 2005). 자기 스

스로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 에너지, 또는 일시적 조건에 따라 물리적, 심

리적, 감정적 복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필요로 한다(Glenn, 2000). 따라서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는 일 중심사회의 전제는 상호의존성으로 대체될 것이다. 

  ‘생산노동’을 하는 사람의 돌봄에 대한 의존이 특권화되지 않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생

산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경제적 의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돌봄을 받는 사람의 의존이 ‘무능력’

이나 ‘부담’으로 낙인찍히지 않을 것이다. 돌봄은 여성을 비롯하여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으며,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돌봄

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돌봄을 받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취약해 지지 않을 것이다(Tronto, 

2001).

돌봄사회에서는 돌봄을 주변화하는데 기여해 온 다양한 종류의 이원론적 경계가 해체된다.

  우선,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경계는 상호의존성으로 대체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노동

을 하는 사람이 돌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가정은 유지되지 않는다. 모든 생산노동자가 돌봄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노동조직과 노동시간이 재조직화된다.

둘째, “남성=생산노동”, “여성=재생산 노동”이라는 성별분업이 해체된다. 오늘날 우리는 남성

부양자 가족 모델의 쇠퇴를 목격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모델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남성부양자 가족모델을 대체하면서 부상하고 있는 가족 모델이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족 내에서도 가족 밖에서도 돌봄은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돌봄사회에서는 돌봄에 대한 책

임이 탈성별화된다.

셋째, 무급 돌봄 노동과 유급 돌봄 노동의 경계이다.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또는 경제적 자원

을 매개로 하지 않는 무급의 노동만이 ‘좋은 돌봄’이라는 가정은 변화된다. 돌봄은 다양한 장에서 무급으

로 제공될 수도 있고 유급으로 제공될 수도 있지만, 돌봄 제공자가 취약해 지지 않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

에 대한 보상을 필요로 하며, 이는 곧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복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문제는 돌

봄을 무급으로 제공할 것인가 유급으로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유급화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공자와 수혜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에 있다(Knijn and Kremer, 1997).

2. 시민권의 재정의

돌봄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일 중심 사회의 시민권은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을 유급노동을 하는 시민과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시민으로 구분하고,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시민에

게는 제한적으로만 시민권이 주어진다. 우리가 돌봄사회를 지향한다면, 시민권이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유의 명시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포함된 정책 패키지들의 실질적 목표는 바로 정책 도입

의 배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즉 출산율 향상, 생산가능 인구 확대 및 가용 가능한 노동인구로서 여

성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 또는 경제위기 극복이 돌봄 정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정책 등 노동시장 및 복지정책은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이 다루

어지는 방식을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사회적기업지원법 2조)을 표방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정책은 “개인의 능력 향상 및 기회보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보건복지가족부, 2009)을 목표의 일부

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래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구호 아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및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복지정책의 기조로 전개해 왔다.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의 수는 정책의 성과를 손쉽게 판단하는 

지표로 작용했고, 매년 정부는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지를 발표했다. ‘좋은 일자리’라는 정치

적 수사가 항상 함께 했지만, 사회적 일자리 혹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여성 근로빈곤층을 재생산해 내

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최근 정부의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보건복지부, 2010)에 따르면, 

이제 사회서비스 정책은 일자리 확충을 넘어서 “산업 육성”을 지향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간병, 

돌봄, 보육, 장기요양, 지역사회서비스 등 5대 유망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돌봄을 일자리 창출 수단 혹은 성장잠재력을 가지는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수단으로 전

제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다음 장에서 논의하게 될 ‘돌봄’의 가치, 적어도 시민의 권리로서 돌봄에 대

한 인식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공적 시설이 아닌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 공급시설의 

확대 전략을 추구해 온 것에서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돌봄은 ‘타인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는 활동이자 가

치를 내포하고 있다. 자기이해와 이윤추구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의 공급자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

니다. 시장의 공급자의 일차적 관심은 영리이지 ‘타인의 돌봄없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다. ‘타

인을 돌보는 사람’의 복리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복리와 맞닿아 있음도 관심사가 아니다. 

I I I. ‘돌봄 사회(caring society)’의 시민권과 사회정책

1. 대안적 사회비전으로서 돌봄사회

돌봄 사회는 일 중심의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이지만, 돌봄만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돌봄 인지적 사회’(care-sensitive society), 즉 돌봄,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필

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간의 관계의 중요성과 가치가 구성원의 일상적 삶의 과정과 제도, 정책 속에

서 체계적으로 인식되고 통합되는 사회이다. 

일 중심사회에서 사적 책임으로 전가되었던 돌봄에 대한 책임이 집합적, 공적으로 인식된다. 

돌봄의 이상적 장소로서 가족에 대한 신화는 해체되고, 가족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돌봄을 제공

하는 사람과의 합의 하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적 대안들 중 하나로서의 위치만 가진다. 가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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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는 돌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이용가

능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돌봄 사회의 시민은 어떤 방식으로든 돌봄을 받

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가족이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편견이 전제된다면 돌봄을 제

공하는 사람이든 돌봄을 받는 사람이든 선택의 범위는 줄어드는 것이다(Tronto, 2001). 

3. 사회정책의 원칙

1)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재개념화된 돌봄 통합적, 포괄적 시민권은 누구든 돌봄을 필요로 할 때 돌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두 가지 원칙 하에 제공

되어야 한다. 

첫째,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가에 의해 공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영리적 이윤 추구를 목적

으로 하는 시장은 시민의 돌봄을 받을 권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시장은 돌봄의 욕구를 가졌지만, 돌봄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시민을 배제하거나, 

구매력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차이를 가져와 돌봄을 받을 권리의 불평등을 초래한다(Knijn and 

Kremer, 1997).

둘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는 가족 내

에서 제공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잠재적 돌봄 제공자의 선택에 조건적이므로 가족 밖에서의 다양한 대

안들이 주어져야 한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다양한 대안은 트론토가 주장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

을 권리 뿐 아니라 리스터, 올로프, 오코너 등이 돌봄 제공자인 여성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한 시민권 개념

에도 부합한다.    

2) 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한 보상과 인정

키테이(Kittay)는 듈리아 원리(Principle of Doulia) 하에 공적 돌봄이 조직화될 수 있다고 주장

하면서 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의 근거를 제공한다. 키테이에 따르면 듈리아62 원리는 “우

리가 생존을 위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가 곧 

듈리아 원칙에 의해 조직화된 사회라 할 것이다. 이것은 좁게는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

람들간의, 넓게는 사회 전체 속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의 순환이라는 돌봄관계의 상호의존성에 기반

한 것이다. 돌봄을 받는 사람의 복리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복리와 별개일 수 없으므로 돌봄을 제공

하는 사람이 좋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돌봐주어야 한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면, 돌봄은 ‘강요된 이타주의’에 의한 착취가 될 것이며 그에게 

주어진 돌봄의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돌봄은 개인적 부양자(provider)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회제도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빈곤층

62　키테이에 따르면, 듈리아(Doulia)라는 용어는 산후조리사를 의미하는 듈라(Doula)를 변형하여 만든 것으로 그리스어로 노예라는 뜻의 기원을 

갖는다(Kittay, 1999). 

  돌봄의 관점을 통합하여 시민권을 재정의 하고자 하는 시도는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유급노동 시장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사회적 위험과 수급권에만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돌봄 책임없는 전형적인 남성 노동자의 

경험을 전체 인구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 전형적인 비판의 대상이 에스핑 

안데르센이 사회권의 지표로 제안한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개념이었다. “시장의 힘으로부터 독

립하여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Esping Andersen, 1990)를 의미하는 탈상품화 개념은 유급노

동 시장의 위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돌봄을 제공하는 시민의 관점을 통합하지 못하는 것이다(마

경희, 2005). 

리스터(Lister)는 “성인인 개인이 가족관계와 독립하여 사회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되는 탈가족화(defamilisation)를(Lister, 2000), 오코너(O’Connor)는 여성이 

소득이나 자산조사에 기초하지 않는 시민권의 권리로 급여에 접근할 권리로서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권’

을(O’Connor, 1993), 올로프(Orloff)는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과 함께 ‘자율적 가구 형성 및 유지 능력’

(Orloff, 1996)을 사회권의 지표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마경희, 2005).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이러한 대안적 개념화는 일 중심 사회에서 가족 또는 국가에 대한 ‘의

존성’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돌봄 제공자인 여성에 초점

을 맞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의 주변화가 성불평등 문제의 유지와 재생산, 

여성들의 삶의 방식과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과 시민권의 문제를 성불평등 이슈

로 보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대안적인 시민권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뿐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권리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돌봄은 관계이며, 돌봄 관계에는 적어도 둘 이상의 

주체가 포함된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뿐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일 중심 사회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뿐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시민권도 주변화하고, 따라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

람 뿐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대안적 시

민권 개념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시민권을 통합하지 않을 때 돌봄에 기반한 시민권 주장은 돌봄

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 갈등을 본질적 요소로 내포하게 된다. 구체적

인 돌봄 상황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와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관

심과 욕구는 다를 수 있다. 

  크니진과 크레머(Knijn and Kremer)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뿐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시민권(inclusive citizenship) 개념을 제안한다. 이들은 전후 서구의 복지국

가가 돌봄을 시민의 기본적 욕구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

람의 시민권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통합적 시민권은 유급 노동시장 참여 뿐 아니

라 모든 시민이 자신의 삶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

다고 본다. 크니진과 크레머(Knijn and Kremer)는 이러한 방식으로 시민권은 여성의 이슈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Knijn and Kremer, 1997). 

통합적 시민권은 최소한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

이다. 트론토는 돌봄을 제공할 권리에는 돌봄을 제공하지 않을 권리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돌봄을 강요받는다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기 때문에 돌볼 권리는 돌봄의 의무로부터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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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질적인 주장은 돌봄을 낭만화하며 지속적으로 돌봄을 주변화하는 권력에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명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Fine, 2007). 대안적 사회비전으로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변혁의 잠재력은 돌봄과 돌봄관계를 주변화하고 평가절하하는 정치적 맥락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Tronto, 1993; Sevenhuijn, 2003; Williams, 2001).

트론토는 돌봄이 포괄적인 권력관계 내에 위치지워지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나아가 돌

봄정치(care politics)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돌봄 윤리의 개념을 제안한다. 그에게 돌봄은 성향

(disposition)이나 탈 정치화된 도덕적 덕목(moral virtue)이라기보다 권력이 개입하는 지속적인 정치적 

과정이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돌봄은 돌봄의 욕구에 대한 관심(caring about), 욕구에 대한 책임(taking 

care of), 돌봄의 제공(care-giving), 돌봄의 수용(care-receiving) 등 분석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상

호 관련된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Tronto, 1993). 

첫째, 돌봄의 욕구에 대한 관심은 돌봄의 필요를 인정(recognition)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인 

혹은 특정 집단이 충족되어야 할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러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충족

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둘째, 욕구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 욕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타인의 욕

구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인정하는 단계이다. 욕구충족을 위한 적절한 

자원 - 물적, 시간적, 조직적, 인적 - 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욕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셋째, 돌봄의 제공은 돌봄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다. 물리적, 정신적 노동을 통해 

돌봄 욕구를 가진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난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

는 것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돈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그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넷째, 돌봄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돌봄의 수용은 돌봄이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돌봄 제공자

와 돌봄을 받는 사람간의 상호과정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돌봄을 받은 사람의 반응은 돌봄 욕구가 적

절하게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욕구의 인정, 책임, 돌봄 제공 등 이전 단계의 과정

이 돌봄을 받은 사람에게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돌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트론토는 네 단계의 돌봄과정이 통합적, 총체적으로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면, 이상적 돌

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에서 돌봄은 각 단계 내에서, 그리고 각 단계별로 권력을 내포하는 것

이므로 돌봄과정에 참여하는 불평등한 주체들 간의 갈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개념화된 돌

봄은 구체적인 맥락 내에서의 돌봄정치를 필요로 한다. 돌봄과정에서 단계별로, 각 단계 간에 작용하고 

있는 권력을 인식하고 좋은 돌봄, 이상적 돌봄, 나아가 돌봄이 주변화되지 않는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

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2. 돌봄 정치의 속성

돌봄 윤리는 거시적, 미시적 수준에서의 돌봄 정치의 속성을 규정해 준다. 

첫째, 거시적 수준에서의 돌봄정치는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용어에 따르면 ‘욕구 해

석의 정치(politics of need interpretation)’로서의 속성을 가진다. 모든 인간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

에 제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Kittay, 1999).

이러한 원리에 따르는 돌봄 사회의 국가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돌봄 제공자를 지원

할 수 있다. 

첫째, 돌봄 제공자의 돌봄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보상은 돌봄 수당의 형식을 가질 수 있으며, 

돌봄 제공자가 자신의 돌볼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돌봄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돌봄 제공자는 다른 노동자들처럼 돌봄의 책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충전

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Kittay, 1999).   

둘째, 돌봄 제공자의 사회적 기여의 인정이다. 돌봄은 유급노동이나 군복무처럼 ‘실질적 일’로

서, 사회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돌봄은 사회보험 등 사회정책 수급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Glenn, 2000).  

3) 유급 노동자의 돌볼 시간

모든 유급노동자가 돌봄을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되는 돌봄사회에서 노동시간은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의 병행이 가능한 방식으로 재조직화되어야 한다. 유급노동자의 돌봄 책임의 보편

성을 전제함으로써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탄력근무, 유연노동시간, 산

전산후휴가,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 안식년 등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돌봄 관련 휴가들이 유급노동자의 

돌봄 책임과 권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돌봄 제공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휴직/휴

가 기간 동안의 임금대체율이 낮아 소득이 상실된다면, 휴직/휴가가 유급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을 손상시

킨다면 돌봄 책임의 수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다(Glenn, 2000). 

IV. 돌봄 사회를 향한 윤리와 정치

1. 돌봄의 윤리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대안적 사회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돌봄의 윤리

(ethic of care)를 정의의 윤리(ethic of justice)와 구분한다. 정의의 윤리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 

따르는 공적 영역을 지배하는 도덕성이라면, 돌봄의 윤리는 타인에 배려와 관심, 친밀성과 유대에 근거

한 특수한 사적 영역에서 작용 하는 ‘관계의 윤리’라는 것이다(Noddings, 2002; Held, 2006). 노딩스는 느

낌, 욕구, 욕망, 돌봄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을 돌봄에서 중심적 요소

라고 본다. 돌봄 활동에서 추상적 규칙은 제한적인 것이며, 돌봄은 구체적 상황에서 작용하는 직관적 태

도이다. 헬드는 사회에서 동등하고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을 전제하는 정의의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며, 신뢰, 유대, 상호관심, 대응성 등 돌봄의 가치가 정의의 윤리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본

다(Held, 2006),

‘관계의 윤리’로서 돌봄 윤리론자들은 돌봄의 가치가 가족,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돌봄과 돌봄관계의 속성,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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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돌봄을 더 이상 가족의 책임으로, 가족 내 여성의 역할로 가정할 수 없는 사회로 이행하면서 

돌봄은 공적 토론의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탈산업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새로운 위기에 대한 기능적 대

응 수단으로 돌봄을 인식하는 국가 정책이나,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돌봄이라는 추상적 구호 아래 새

롭게 창출되고 있는 돌봄 일자리의 질적 수준 향상만을 의제화 하는 정치는 돌봄을 매개로 한 대안적 사

회비전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돌봄 정치는 모든 시민의 보편적 욕구로서 돌봄을 주변화하는 사회의 속성과 함의에 대한 비

판적 성찰에서 출발하여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사회 변혁의 비전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은 이윤

과 자기이해의 추구가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 만연해 있는 세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타인의 욕구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조직화하는 사회를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잠재력을 가진다. 그러나 ‘경

제성장’, ‘미래 노동력 확보’,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돌봄 정책과 정치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돌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직화할 것인가, 돌봄 정치의 윤리적 기준과 가치는 무엇이 되

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체계적으로 답하지 못한다.  

일 중심 사회의 인간에 대한 가정과 유급노동 중심의 가치와 제도는 돌봄과 돌봄 관계를 주변

화하고 평가 절하해 왔다. 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타자

화하는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돌봄과 의존성이 모든 시민의 삶의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라

는 전제 하에서 조직화되는 대안적 사회비전으로서 돌봄 사회는 돌봄의 집합적 책임이 인정되는 사회이

며, 일 중심 사회에서 설정된 일-돌봄, 성별분업, 무급노동-유급노동의 이원론적 경계가 해체된 사회이다. 

돌봄 사회로의 전환은 다양한 욕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타자화되

어 왔던 시민들의 참여에 기반한 욕구 해석의 정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돌봄

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세력화되어 적절한 방식으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물질적, 사회적 조건을 만

들어 가는 관계적 자율성의 정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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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욕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

는지, 누가 실질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제공된 돌봄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것인지는 돌

봄과정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맥락에 의존적이다. 

그러나 일 중심 사회에서 욕구의 결정은 동등한 개인들 사이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욕구와 책임에 대한 결정은 돌봄을 정의할 수 있는 권력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의 목소리는 배제된다. 현재 돌봄의 조직화는 돌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 돌봄을 제공하

는 사람들 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 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돌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타자화’되고, 의존자라

는 부정적 낙인을 얻게 된다. 반면 돌봄을 정의할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돌봄은 가시화되지 않으며, 이

들의 돌봄 책임으로부터의 회피는 특권화된다. 돌봄 정치는 그동안 돌봄 욕구의 정의로부터 타자화, 주변

화되어 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합하는 정치이다. 

둘째, 미시적 수준에서 돌봄은 관계적 자율성의 정치(politics of relational autonomy)의 속성을 

가진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 대부분 비대칭적이다. 돌봄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돌봄

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욕구보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욕구가 더 우선시 될 수 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적,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돌

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욕구는 돌봄을 받는 사람의 욕구에 절대적으로 종속된다(Kittay, 1999). 

실질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맥락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 

양자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표면화될 수도 있다.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유

급 돌봄 제공자의 욕구와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돌봄 수혜자의 관

계가 대표적이다. 어린 자녀를 둔 유급노동자는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 대한 임금 수준을 낮게 유지하고

자 할 것이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주장만으로 돌봄관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간의 긴장과 갈등은 양자가 함께 놓여 있는, 그리하

여 양자를 모두 취약하게 하는 돌봄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 즉 관계적 자율성의 정치로 전환되

어야 한다. 영(Young, 2000)은 관계적 자율성을 “관계적 맥락에서 행위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한다. 상호의존관계에서 행위자의 선택은 타인, 행위자들이 놓인 사회적 

조건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은 곧 외적 영향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

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의미한다(Clement, 

1996). 관계적 자율성의 정치는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

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요구하

는 정치이다((Fine and Glendinning, 2005; Williams, 2001). 돌봄을 받는 사람의 욕구가 존중받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희생이 강요되지 않는 공통된 삶의 조건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정치는 양자의 이해관계

를 대립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좋은 돌봄을 위한 물질적, 규범적 자원 배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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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장으로서 20세기 사회권의 성립을 바라보는 관점

과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즉, 계몽주의 이래 서구 자유

주의의 진화 과정 속에서 주어진 “계몽”의 산물이 아니

라,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유기적 재구성을 필연적인 

것으로 요청하는 산업 사회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이들

은 보는 셈이다. 

 

  이 점은 20세기 끝 무렵 이래 사회권을 크게 후퇴

시킨 신자유주의의 공세라는 시기 속에서 중요한 함의

를 가진다. 특히 영국에서 시민권의 확장으로서 이해된 

사회권의 주장은, “사회란 없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등

장한 새로운 정치사회 담론의 공세 속에서 자신의 정당

성을 상당히 모호한 “사회적 정의”라는 것 이상에 준거

점을 두기 어려웠다. 그 결과 냉소적 허무주의적인 “시

장 경제”의 논리적 공격 속에서 크게 수세적 입장에 처

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사회권의 정당성을 경제적 현실

에서의 절박한 필요로서 제기하게 될 경우 이러한 수세

적 입장은 아주 공세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에서 드러난 바, 과연 인간 

사회의 경제의 여러 문제가 “시장 경제”만으로 모두 해

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회의가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 되려, 1970년대 이래의 최신 산업 기술의 혁

신이라는 조건에서 보게 된다면 단지 시장의 기능 강화

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능적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

다는 담론이 착실하게 힘을 얻어가고 있다. 즉, 초기 사

회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경제 활동의 실질적 주체

는 (산업) 사회 전체라는 인식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권은 정치적 시민권의 인정 

여부에 달린 부수적인 것이기는커녕 사회 전체의 경제 

활동을 더욱 효율적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캅(Karl William Kapp)이 보여준 바 있

듯이, 실업과 교육 부재와 복지 저하는 하나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발생시키게 되어 있으며 이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 전체가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화폐 비용

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비록 시장 경제라는 좁은 틀에서

는 이러한 비용이 잡히지 않지만, 좀 더 근본적 포괄적

으로 경제 활동의 편익 분석을 해본다면, 사회권을 제대

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무수한 사회적 문제

들은 모조리 경제적 비 재화(bads)로 나타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경제학(social economics)”

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권의 확립과 강화는 바로 우리 

사회 전체를 현재의 산업 기술 수준에 더욱 인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첩경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의 실

질적 주체가 “시장”이 아니라 (산업) 사회 전체임을 인

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1. 사회권, 국가, 공동체 - 

누가, 무엇을 돌보고 나눌 것인가?

‘사회권의 위기와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모색’

발표/ 노대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산업) 사회의 실체를 인정하라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노동권, 복지권, 교육권을 큰 3 기둥으로 삼는 사

회권 확립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자는 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것이 현 시점 가장 절박한 과

제라고 덧붙이고 싶다. 토론자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

임을 구축하는 논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 싶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권이 20세기에 출현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상기하고, 여기에서 (산업) 사회를 하나의 경제

적 실체로 파악할 것을 요구한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혜

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가를 짚어보고, 따라서 새

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도 사회권을 하

나의 정치사회적 권리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먼저 (산업) 

사회를 “시장”을 대체하는 온전한 경제적 실체로서 바라

보는 “사회 경제학”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

고자 한다. 

 

  19세기 초 자기조정시장이라는 “경제적 사회”가 

발견되었다. 이를 당시의 사회적 담론이 수용하는 방식

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들

이며 이들은 “자연법”에 기초한 권리와 의무의 쌍을 가

진다. 즉, 개인들이 정치적 사회적 시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자연법에 기초한 개인의 권리들뿐

이다. 그리고 사회의 “경제적 기능”은 이러한 정치적 사

회가 아니라 오롯이 “시장”이라는 별개의 영역에서 이루

어지게 되며, 개인들 또한 경제생활은 “시장”에서의 개

체로서 해결하게 된다. 결국 이 개인들은 정치 영역에서

는 시민이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상품 - 노동자, 토지 소

유자... - 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다. 따라서 경제

적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권리와 같은 시민권의 문제틀

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된다. 

 

  20세기에 들어오면, 개인이 아닌 사회적 집단이 

스스로의 지위(status)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서의 사

회권(social right)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제도화된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벌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더 이상 사회의 경제적 기능을 “개인들로 구성된 자기

조정시장의 기능”에만 맡겨두었다가는 사회 자체의 존

속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인식 변화에는 물론 여러 수많은 역사적 요인들이 작

용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산업 기술의 변화 속

에서 실제 경제 활동의 주체는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산업) 사회 자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20세기 들어 특히 1930년대 이후 전면적으로 현실화

된 2차 산업 혁명의 결과 대량 생산/대량 소비에 기초한 

20세기 산업 사회가 출현하였다. 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 

조직은 19세기와 같이 원자화된 개인들의 거래로 상정

된 시장이라는 제도와 큰 괴리를 겪게 되었고, 결국 집

산주의(collectivism)에 근거한 전혀 다른 논리로 여러 

인간 집단들을 묶어내고 그들의 관계를 제도화하지 않

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렇게 다양한 단위로 

묶인 인간 집단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명시적

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론이야말로 칼 마르크스 이전 생

시몽, 푸리에, 오웬 등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저작에서 

일관되게 예견되고 또 주장된 점이라는 것을 음미할 필

요가 있다. 이들은 산업 사회의 기술적 성격에 착목하였

고, 그것에 적합한 형태로 사회가 변형되려면 개인이라

는 단위에 기초한 부르주아적 시장이 아니라 “사회 전

체” 자체를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이 점에서 마샬(T. H. Marshall)과 같이 

18세기 계몽주의 이래의 시민권이라는 정치사회적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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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을 보지 않았다고 비판하

는 것은 부당합니다만 아무래도 돌봄을 둘러싼 가장 커

다란 맥락 중의 하나가 바로 돌봄의 시장화현상이기 때

문에 이 부분이 돌봄 논의를 어떻게 문제화하고 있는지

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

히 돌봄이 ‘서비스’가 됨으로써 돌봄의 중요성이 사회적

으로 부각되면 될수록 일중심의 사회가 해체되고 돌봄

중심의 사회가 도래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중심의 사회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들

고 있는 것은 한 편에서는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의 돌봄에 대한 정책이 가진 문제이지만 보다 근본

적으로는 시장에 의해서 돌봄이 흡수되고 장려되고 있

는 경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돌봄의 시장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돌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

는 변화입니다. 가사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해달

라고 하던 약간은 오래된 여성운동의 주장은 오히려 주

부노동의 신자유주의화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일기 시작한 논의입니다. 이박혜경의 주장처럼 중산층 

주부들의 가사노동은 이제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노동의 후방부대이자 쉬는 공간으로만 

인식되던 가정이 이제는 경쟁과 생존, 그리고 부의 축적

에서 맨 앞장에 선 전진기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부들은 ‘솥뚜껑 운전수’가 아니라 금융에서부터 

자녀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부를 관리하

고 축적하고 재생산하는 전문적인 매니저가 될 것을 요

구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산업자

본주의 시대와 달리 현재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영

역은 포괄적으로 ‘정동노동’ 혹은 ‘감정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를 생산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방

식 자체가 노동을 착취하는 방식에서 인간의 감정/정서

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통적인 서비스산업부터 엔터테이먼트 산업, 미디어산업, 

정보산업 등 현대의 대다수 산업의 영역이 포괄되고 있

습니다. 정서를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부가 창출됨으로

써 모든 노동이 정동노동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돌봄 자체가 저자가 희망하는 것처럼 ‘돌봄-

인지적인 사회’의 공적원리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과 소비를 조직하고 착취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

식되고 있다는 점은 돌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의 주장처럼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돌봄

의 사회화에 대한 관점은 ‘유급노동(자)의 삶을 안정화

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에 부가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

습니다. 복지국가‘도’ 그랬으며 복지국가가 해체되는 과

정에서 초래되는 위기와 위험에 대한 논의도 ‘유급노동 

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적 위험과 수급권에만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면서 ‘돌봄을 제공하

는 시민의 관점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기존 시민권

에 대한 논의(복지국가를 포함하여)가 가진 근본적인 한

계였다고 비판합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통합적 시민권

을 주장합니다. 통합적 시민권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

봄을 제공할 권리, 양쪽 모두를 포괄하며, 제공되는 서비

스는 국가에 의해 공적으로 조직되어야하고 돌봄을 필

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

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도 과연 돌봄에 대한 주장

을 계속해서 근대적인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통

합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이라는 것은 이미 한 사호의 성원임을 전제함으로써 그

것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건 수혜하는 것이건 그 모든 

것을 성원의 권리로만 묶어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봄에 대해 시민권적이란 차원으로 수용하는 

1. 사회권, 국가, 공동체 - 

누가, 무엇을 돌보고 나눌 것인가?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 사회로: 성찰-상상-실천’

발표 /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돌봄’의 인권 논의에서의 의미

엄기호 / 덕성여대 문화인류학 강사/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이 글이 인권에 대한 논의에서 가지는 가장 큰 의

미는 사회권, 나아가 인권 전체를 새롭게 사고할 수 있

는 단초를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근대 인권에 대한 논의

가 자율적인 인간이라는 가상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대 인권이 말하는 인간이 존

엄한 이유는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

라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인간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는 한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려야하며 그것은 무조건적

으로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이 근대 인권론의 출발입니다. 

근대 인권론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의 실체로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자유의 수단으로서의 노동입니다. 인

간은 노동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소유를 축적함으로써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사생활

의 근거를 만들 수 있고 자율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근대 인권의 출

발이자 근대적 인간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

권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사회권은 부

가적이고 논쟁적인 권리가 되는 것은 이미 이러한 근대 

인권이 전제하는 출발과 이상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

다고 보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사회

권에 대한 논의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거나 혹은 사법적극주의라고 하는 약간은 엘리트주의

적인 방어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저자는 인간이란 독립적이고 자율

적인 존재라는 관점을 비판합니다. 오히려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일 수 없다

고 말합니다. 대신 인간은 상호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의

존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인간 삶

의 과정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합

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권과 사회권의 관계는 

오히려 자유주의적 관점과는 정반대로 역전적일 가능성

마저 열립니다. 즉 자유권의 연장 혹은 부가로서의 사회

권이 아니라 사회권의 일환으로서 자유권을 사유할 가

능성이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

로 남에게 의존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독

립적이고 자율적인 공간은 그 ‘안’에서 태동하는 것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개인들이 만나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이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사회를 '돌봄 인지적 사회'(care-

sensitive society)라고 부릅니다. 즉 ‘돌봄, 돌봄을 제

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 간

의 관계의 중요성과 가치가 구성원의 일상적 과정과 제

도, 정책 속에서 체계적으로 인식되고 통합되는 사회’이

며, 이것은 ‘일 중심사회에서 사적 책임으로 돌봄에 대

한 책임이 집합적, 공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사회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돌봄에 대한 논의가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는 돌봄 인지적 사회에서의 

자율성이라는 관계적 자율성이며 이것은 도덕적 덕목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관계

적 자율성의 정치는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

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정치’이며 라는 것이 저

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아쉬움이 남는 점은 돌봄노동

이 시장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

입니다. 물론 저자가 시장보다는 현재 국가가 돌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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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권, 국가, 공동체 -

누가, 무엇을 돌보고 나눌 것인가? 

사회권의 위기와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모색

발표 /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 사회로: 성찰-상상-실천

발표 /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문 

문진영 /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글은 사회권을 다루고 있는 노 대명 박사와 마 경

희 박사의 논문에 대한 논평을 위하여 작성되었다. 논평

의 진행은, (1) 토론자가 생각하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관계, (2) 사회권의 쟁점 파악 및 이에 대한 논쟁, (3) 각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의 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 자유권과 사회권: 게임의 규칙과 게임의 결과

역사적으로 사회권이라는 개념은, [자유권의 상

대방]으로서의 의미로 출발하였다. 여기에서 [상대방

(counterpart)]이라는 개념은 타방(他方)의 대척점에 

서있는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타방의 존재에 비추어서 

자기 존재를 규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권에 대한 논의는 [자유권에 견주어서 인식하는 맥

락]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권

을 다루는 대다수의 글들이 사회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완결적인 개념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권이라는 실체가 일관되지 못하고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마샬(T. H. Marshall, 1963)은 '게

임의 규칙(rule of the game)'과 '게임의 결과(outcome 

of the gam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자유권

은 시민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체제 안에서 삶을 영위하

는데 필요한 합의된 규칙을 제공해주지만, 20세기 들어

서서 발전하기 시작한 사회권은 사회운영의 원리(규칙)

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사회에서 자유

권이 작동된 결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사회권은 자유권을 마무리하는(round off) 기능을 

하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다. 즉 자유권과 사회권은 

동전의 앞 뒤 면과 같이 상호의존적이어서, 두 개의 기

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의 권리가 박탈되었을 때 다른 하

나의 권리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여 결국은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자유권과 사회권이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같

은 차원에서 인식하고 향유되는 권리는 아니다. 특히 단

순하고 명쾌하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단선적인 발전

의 궤적을 보인 자유권과는 달리, 사회권은 시대와 지역

에 따라서 달라지는 복잡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

의 궤적 또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권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우선 자유권과 견주

어서 상대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논쟁의 지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사회권을 둘러싼 논쟁의 지점

노 대명 박사와 마 경희 박사의 글은 한국 사회의 진

일보한 사회권 연구의 수준을 보여준 훌륭한 글이지만, 

사회권의 본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사회권의 

위기’(노 대명)와 ‘돌봄’(마 경희)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권의 논쟁의 지

점을 확인하는 이 절은 두 논문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

고 있다. 물론 이 논쟁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사회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논쟁들을 피해갈 수는 없

고, 논쟁을 진행하면서 사회권의 성격에 대한 우리의 인

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1 보편성 vs 특수성

인권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보편적

으로 관철되는 천부의 권리이지만, 인권을 구성하는 주

것은, 예를 들면 이주 가사노동자와 같이 돌봄을 제공하

지만 성원이 아닌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되

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민권이 과

연 탈근대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민

권를 폐기하고 다른 이름으로 나아가야하는가에 대한 

정치철학적 토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여전히 사회정책의 문제만이 아

니라 정치철학적 주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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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어떠한 요소로 파악될 수 있는지 그 실질적 내

용을 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조작화

할 수 있을 때 사회권의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를 파악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권 지표를 선정하고 이

를 지수화(indexation)하는 실증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3. 글에 대한 논평

3.1 노 대명, ‘사회권의 위기와 새로운 경제사회 패

러다임의 모색’

3.1.1 사회권의 위기

이 글의 주요 테마가 [사회권의 위기]인데, 실제 우

리나라에서 위기를 겪을 만큼 사회권이 정착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리고 필자는 사회권 위기를 “개

별 사회권을 둘러싸고 상반된 이해집단 간의 갈등에 매

몰되어 있다는 점, 그 와중에 시민들의 삶은 점점 격차

와 박탈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1쪽)이라고 규정하였는

데, 정확하게 말해서 이 개념은 사회권의 위기라기보다

는, 일반적인 사회문제의 심화에 대한 표현에 더 가깝다. 

필자의 언급대로 “사람들에게 사회권이란 표현은 아직 

낯설기만”(1쪽) 현실에서, 사회권의 위기를 언급하는 것

은 조금 앞서나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3.1.2 사회권과 자본주의 체제

필자는 사회권 위기의 핵심을 “시장소득을 극대화해

야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자본주의 체제)”(2쪽)에서 찾

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한 T. H. Marshall의 저

작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

리를 부여하는 시민권(citizenship)은 자본제적 불평등

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Mishra, 1981: 29). 따라서 시민권의 주요 구성요소

가 사회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권의 위기를 자본

주의 체제에서 찾는 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이 심화되고 불평등이 확대되고, 배금주

의가 확산되고 그리고 연대주의가 약화되는 현상을 단

순히 사회권의 위기로 볼 수 있는가? 오히려 문제의 초

점을 여러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리라 기대되는 제도들

이 양산됨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적 위기는 더 심해지는

가? 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3.1.3 주요 모순으로서의 노동권

논평자가 이해하는 이 글의 핵심은 “사회권 전체가 

서로 뒤얽혀 있는 악순환 고리를 풀어가는 방식”(1쪽)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회권) 위기의 진원지는 노동이며, 

복지와 교육은 노동권의 위기와 맞물려 그 위기에 노출

되어 있다”(2쪽)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즉 필자는 사

회권의 위기를 노동권의 위기를 주요 모순으로, 다른 모

순들이 주변적으로 배치되어 한데 얽혀있는 구조로 보

고 있는데, 그 내용의 정확성을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사회권 논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1.4 주요 모순과 새로운 패러다임

위의 소절에서 언급한 주요 모순으로서 노동권의 위

기를 언급하였으면, 당연히 주요 모순을 정확하게 타격

하는 실천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권, 

복지권, 그리고 교육권에 대해서 평면적으로 대안을 제

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즉 분석적 진단은 구조적인데, 이

에 대한 실천적 전략은 평면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게다

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이, (1) 성

장 이데올로기의 극복, (2) 정치적 합의기능의 강화, (3) 

사회적 연대문화의 구축인데, 이러한 규범주의적 접근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인 전략, 특히 노동권의 강

화에 초점을 맞춘 실천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2  마 경희,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 사회로: 성찰-

상상-실천

이 글은 사회적 권리라는 맥락에서 작성된 글이라기

보다는, 돌봄 사회에 대한 연구논문으로서 성격을 가지

고 있고, 이 글의 주제가 논평자의 지식의 범주를 넘어

요 요소인 사회권은 시대와 지역에 대해서 특수성을 가

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운영되는 규칙을 

제공하는 자유권과는 달리, 사회권은 그것 자체가 필요

하다는 당위성 이외에 사회권의 내용과 바람직한 수준

은 시대적 조건과 물리적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이상적인 사회권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합의되기 힘들 뿐 아니라, 설

령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그 권리를 얼마나 실

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논의를 요한다. 

그렇다면 사회권을 국가특수적(nation-specific)인 영

역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아니라며, 사회권을 인류보편

의 권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가?

2.2 권리 vs 제도

현대 사회에서 한 시민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하

지만 이러한 일반원리는 공민권이나 정치권(선거권)에 

정확하게 해당되지만, 사회권의 경우에는 권리와 제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사회권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사회복지제도나 노동관계법 등 사회권과 관련된 

제도나 법령의 외형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현상을 고려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진행

된 노동시장의 급속한 유연화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성을 크게 확대시켰으며, 그 결과로 비정규직의 확산과 

청년실업의 증가와 같은 고용의 불안정성은 사회보험의 

가입이나 노동 조건 등에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확대

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하

여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지 여부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

런 의미가 없다. 결국, 사회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제도나 법의 외형보다는 그러한 제도나 법이 대

처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나 현실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

가 있다.

2.3 추상적 권리 vs 구체적 권리

사회권의 권리적 성격에 대해서 법학에서는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뉘어 논쟁을 진행하여 왔다. 

먼저 추상적 권리설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사회적 기본

권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한 이상 사회적 기본권도 참정

권・청구권과 같이 법적 권리라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

다. 따라서 국민은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실현시

킬 수 있는 조치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지만, 사회적 기본권은 그 실현방법이 일률적이지 않

고 애매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권리이고 따라서 사법적 

절차에 의해 강제될 수 없는 추상적 권리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추상적 권리설은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한편 구체적 권리설은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 규

정은 설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률체계가 

미비하다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

은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

가를 상대로 법적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즉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

민의 사회권을 실현시켜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사회적 생존

에 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국가는 적극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

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즉 국가의 부작위

는 사회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이다. 

 

2.4 규범적 지향 vs 실천적 전략 

사회권은 문명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인가, 아니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상태인가? 전자

가 방향성을 부여한다면, 후자는 실천적 전략에 해당되

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한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추상적인 사회권의 이념

과 내용이 실증적․경험적인 준거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사회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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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일 중심 사회의 대척점으로서 돌봄 사회가 사회

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

명이 필요하다.

(2) 일 중심의 사회와 돌봄 사회가 정리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논평자의 생각으로 양자(兩者)는 같은 차원

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일 중심의 사회는 

다른 표현으로는, (자본제적) 근대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돌봄’이라는 행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행위를 포

함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형태인데, 이를 일방

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3) 필자는 돌봄사회를 “정확히 말하자면 '돌봄 인

지적 사회'(care-sensitive society), 즉 돌봄,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의 중요성과 가치가 구성원의 일상적 삶의 과

정과 제도, 정책 속에서 체계적으로 인식되고 통합되는 

사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 개념규정으로

는 “누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체계적으로 인식되고 통

합되어야” 돌봄 인지적 사회인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

서 이 규정은 돌봄에 대한 사회지표에 의해서 보완되어

야 한다.  

(4) 돌봄 인지적 사회가 되면, 다양한 종류의 이원론

적 경계가 해체된다고 주장하고, 그 예로서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경계는 상호의존성으로 대체되며,..."남성

=생산노동", "여성=재생산 노동"이라는 성별분업이 해

체되고, 무급 돌봄 노동과 유급 돌봄 노동의 경계”가 해

체된다고 주장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자도 동의

하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돌봄 인지적 사회가 되었을 

때, 일 중심의 사회의 특징인 위에서 언급한 경계(fault 

line)들이 해체되는 과정적 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

옥인 콜렉티브(Okin Collective)

5분간의 혁명

5 Minute Revolution Manifesto  

‘옥인’은 한정판 인쇄물을 제작하여 관객에게 무료로 증정하였다. 관객은 이것을 이용하여 확성기를 

만들고, 이 확성기로 자신의 의견을 목소리 높여 발언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 확성기는 본 이벤트의 

흔적, 질문에 쓰이는 도구, 선언문의 매체, 혁명과 선언에 대한 증언으로 존재하며, 이를 통해 개념적 

경계들 사이의 존재를 물질적으로 실재화한다. 워크샵에서 확성기를 제작하고 선언문을 작성하는 동안, 

‘옥인’은 여러 논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백남준아트센터

‘옥인 선언문-5분간의 혁명’ (워크샵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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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평한 삶을 위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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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여성학계 내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

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수년 간 일부 서구 여성학자들은 기본소득의 여성주의적 함의에 대한 논

의를 계속해왔다.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이 여성의 부불 돌봄노동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갖게 되

어 여성들의 취업의욕을 저하시킬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성별분업을 오히려 합리화, 고착화시킬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한다. 그러나 또 다른 여성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은 비로소 돌봄노동을 그 자체로 사회적으

로 가치 있는 시민적 활동으로 ‘인정(recognizing)’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의 시장노동에의 의

존도를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별분업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기본소득이 기존의 어느 복지제도에 

비해 정의로울 수 있으며, 그것이 토대로 하는 시민개념이 여성주의 시민권 개념과 접맥될 수 있고, 전향

적 노동개념을 통해 성별분업을 뒤흔들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에 서서69, 기본소득의 여성주의적 

의미를 몇 가지 쟁점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2장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기본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유토피아 공동체의 경

제 원리로 제기되었다. ‘기본소득’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 현실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은 그

리 오래되지 않았으나 ‘기본소득’의 구상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835년경에 샤를 푸리에(C. 

Fourier)는 ‘모든 사회성원에게 조건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경제적 근심과 갈망으로부터 해

방시킬 것’이라고 전망하며 최초로 ‘기본소득’의 테제를 발전시켰다. 이 주장은 1986년 판 더 벤(van der 

Veen)과 빠레이스(Parijs)의 공동논문에 의해 현대적인 이론체계로 정리되었는데 마르크스 코뮌주의론, 

롤스의 정의론 및 공급 측 경제학의 래퍼곡선과 연관시켜 체계적으로 설명되었고 특히 독일의 이론가들

은 이를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담론으로 활성화시켰다(곽노완, 2009).

‘기본소득’은 한마디로 ‘각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불될 것이 보증된 소득’이다. 

모든 사회성원은 어떠한 심사절차나 어떠한 의무사항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 제도가 ‘기

본소득’의 원형이다. 여기서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가난하든 부자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용상태이든 

아니든, 결혼했던 안했든 등등과 관계가 없이 ‘조건 없이’ 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저출산・고령화, 가족 내 돌봄의 공백,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정・저임 노동자 증가 등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선진 국가들의 사회정책은 워크페어

(workfare)로 구상되고 있지만, 기본소득은 이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일, 복지, 생산 등의 관계에 접근하

고자 한다. 불안정과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취업이 소득보장의 대안이 될 수 없고 갈수

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배제 현실은 노동과 무관하게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연령별로 동일한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기본소득’의 철학과 원리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으며 포스트 복지국가의 개혁구상으로 일정

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69　이 글은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과나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 적용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의 전제와 이념이 여성주의에 어떤 함의를 주는 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기본소득과 

성평등63

윤자영64・이숙진65・최성애66

1장 들어가며

신자유주의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배적 경제 패러다임으로 작동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

서 계층 양극화가 한층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삶의 물질적 재

원을 전적으로 임금노동을 통해 얻도록 규범화,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실업과 불안정 고용의 지속적

인 확대는 더욱 더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그러한 규범과 제도 바깥으로 밀어 넣고 있다. 따라서 최하

위 경제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잔여적 복지제도, “일하지 않는 자에겐 복지도 없다”는 전제에 입각하

여 수혜자를 제한한 여타 사회보장제도의 이념과 실효성은 근본적으로 도전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기본소득 제도가 점차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위와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기본소득

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6� 어떤 심사도 수행

되지 않고, 어떤 의무도 전제되지 않는다. 오직 사회 구성원이라는 그 자격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물질적 재원을 제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공동체적 삶을 좀 더 자유롭게 설계

하고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이다.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가 갖는 의심스런 효과와 막대한 행

정비용을 없앰과 동시에 빈곤 및 실업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 복지

사회를 향한 혁신적 걸음이라는 것이 기본소득 논자들의 주장이다.68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출발점은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이 노동시장에 전적으로 의지

하지 않고도, 또는 타인의 임금소득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인간적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일정한 물

적 조건이 제공되는 사회’라는 데에 있다(Van Parijs, 2000). 이는 ‘정규직 풀타임 남성 임금노동자’를 ‘온

전한 시민’으로 전제하고 그에 기초하여 각종 제도와 규범이 굴러가는 기존 사회의 근간에 대한 매우 근

본적인 도전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완고한 성별분업 규범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의 진출이 제한되고, ‘사

적 영역’에서 돌봄노동을 도맡아 수행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개별 남성의 시장노동을 통한 소득에 의존

해서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에게 기본소득의 의미는 막대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이념적으로는 ‘남성적’ 질서에, 현실적으로는 여성의 삶에, 그리하여 남성의 삶에

63　이 글은 2010 한국여성학회 제26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아직 미완이므로 인용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64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65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66　젠더사회연구소 연구위원

67　논자들에 따라 모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도, 연령에 관계없이 전체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68　이미 기본소득 제도는 미국의 알래스카 주,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역, 브라질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거나 시범 실시되고 있다.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역에서는 200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시범프로젝트가 실시되었고, 시범 기간이 끝난 지금도 계속 실시중이다. 지난 5월 23일 KBS 

뉴스에서는 나미비아의 기본소득제도를 소개하면서 동 제도가 지역주민들의 물질적, 정서적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등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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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재원 31

필요기본소득합계 215

무상교육 15

무상의료 20

합계예산(조원) 250

<표 1> 기본소득 필요 재원(단위: 명, 조원)

주) 강남훈 (2010)에서 재인용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미국 대선의 의제로 다뤄졌고 최근 30년 동안 유럽연합 전역

을 중심으로 대중적 논의가 진행 중인 ‘기본소득’은 1) 도덕적, 철학적 원칙에 대한 논의 2) 다른 복지제

도들과의 장단점 비교 3) 사회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 중이며 국내의 논의들도 이러한 범주 

하에서 부정적, 긍정적 시각들이 교차하고 있다.   

3장 기본소득과 여성주의 쟁점

전통적인 유급/무급 노동 개념을 전복시키고 시민권에 기반한 최소한 소득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소득은 그 이상적인 원리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자들 내부에서도 기본소득과 성평

등의 관계에 대해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 일으켜 왔다. 본 절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불러일으킨 성평등

적 전망에 대해 소개하고 토론하기로 한다.

1. 기본소득은 여성 사회권 개념과 접맥 가능한가?

300여년에 걸쳐 공민권, 정치권 그리고 사회권으로 발전된 시민권�0에 대해 여성주의는 ‘자율

적이고 독립적인 시장 노동자’를 전형적인 ‘시민’ 모델로 간주하는 근대적 ‘시민’ 개념이 남성의 경험과 

남성중심적 가치체계를 반영한 성차별적 개념임을 지적했다.�1 

여성주의의 사회적 시민권 즉 사회권에 대한 비판은 복지국가의 질적 특성을 구분하는 사회

권 지표로서 탈상품화를 제시한 에스핑-앤더슨의 젠더 관점 결여에 대한 지적에서 본격화되었다. 유급

노동에 대한 의존을 완화시키는 ‘탈상품화’ 효과가 큰 국가일수록 사회권에 기초한 복지국가이며 이러한 

사회권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분배된다고 가정하는 사회권 논의는 임금노동자로 생활하는 남성

의 생애주기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돌봄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완전히 상품화되지 못한 노동력으로 머물

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는 여성의 경험을 배제하고 있으며 가족내 성별분업과 여성노동

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의 비판으로 오코너(O’Connor)는 탈상품

70　마샬은 시민권을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에게 부여된 하나의 지위로서 이 자격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지위가 부여한 권리와 의무에서 

평등하다”고 정의한다. 시민권의 핵심요소는 1)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들이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의 모든 관계에서 권리를 갖고 있으며 2) 모든 

개인은 같은 조건에서 그 사회의 사회적 유산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71　이하 남성중심적 시민/노동개념에 대한 비판은 주로 Almaz Zelleke(2008)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기본소득’ 논의는 고용문제가 심각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기본소득’을 순수하게 실현하고 있는 개별국가는 없으나 기본소

득의 구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실험적인 정책과 제도들이 있는데 미국의 부의 소득세(NIT), 세액공제(tax 

credit) 논의, 영국의 근로가족 세액공제(WTC), 아동신탁기금(CTC)이 있다. 일본은 1950년대에 기본소

득이 소개되어 2004년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으며, 스웨덴은 기본소득과 관련된 제도적 실험으로 노

동시장에서의 근로안식년 프로그램이 발족되기도 했다. 근로안식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노동자에게 안식휴가의 기회를 주고 사용자가 해당 노동자의 대체요원으로 실업자를 고용하는 정책이다. 

노동자는 근로의무 없이 장기간의 자율적인 활동과 일정소득을 보장받으므로 ‘수정된 기본소득’의 사회

실험 버전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최근 영국의 전면적 시민연금(Citizen’s pension)으로의 공적연금 개편 

논의도 무조건적인 고령자 기본소득 버전으로 이해되기도 했다(이명현, 2007). 미국 알래스카는 2006년 

70만 모든 주민들에게 1,106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본소득 실시 사례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의 담론과 정책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실시되고 있는데 특히 브라질과 나미비아

를 주목할 수 있다. 브라질 룰라 정부는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1,120만가구(약 4,500

만명)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2010년부터 고소득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과 5년 이상 거주

한 외국인에게 개인별로 월40브라질달러를 지급하는 ‘시민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아프리카 나미비

아의 오미타라 지역 마을 주민들은 재산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매달 100나미비아달러(한화 1만5천원)

를 ‘기본소득’으로 받는데 이로 인해 1년 만에 주민들의 소득이 기본소득을 빼고도 29%가 늘었고 실업률

도 60%에서 45%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구경하, 2010. 5. 22)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내용을 개괄하자면, 연령(19세 미만 인구는 부모에게 지급)

에 의해서만 차이가 나는데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전제

하고, 기존의 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과도기를 설정하되 궁극적으로는 연금 및 현금지급형 사회보장비

를 통합하는 것으로 설계된다(강남훈, 2010). 2009년을 기준으로 연간 250조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되며, 이와 관련한 현실가능성 즉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기로 한다(기본

소득 국제학술대회 논의 참조 2010).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2009년 1인당  지급액(만원)

계 48,746,693

0-19세 11,530,732 300

필요재원 35

20-39세 15,199,846 400

필요재원 61

40-54세 12,104,839 500

필요재원 61 

55-64세 4,718,566 600

필요재원 28

65세 이상 5,192,71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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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회구성원은 어떤 형태로든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며, 스스로에 의해서건 타인에 의해서건 돌봄이 없

이는 삶을 꾸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도 누군가를 돌볼 책임을 져야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책임은 사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위치되어야 한다는 의

미도 포함한다. 다원성은 사회가 특정한 삶의 방식만이 아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임금노동과 돌봄수행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연대는 특정 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향유하는 임노동과 돌봄의 균형이 다른 계급의 여성의 저임금 돌봄서

비스에 기반하여 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레이저(Fraser)의 보편적 돌봄수행자 모델과 제레크(Zelleke)의 분배적 정의원칙은 오로지 

사회 구성원이라는 한 가지 자격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개인

이 자신의 개인적, 공동체적 삶을 좀 더 자유롭게 설계하고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소득의 정

신과 상응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여성주의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과 맞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소

득과 임금노동 간의 관계의 전부 혹은 부분적인 단절’에서 찾을 수 있다(McKay, 2007). 직접적으로 소득

을 유발하지 않는 개인의 활동(activities)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간주하여 기본소득

을 지급하는 것은 상호의존적 존재로서의 개인, 돌봄의 수혜자이자 돌봄수행의 책임자로서의 시민이라

는 새로운 여성주의 시민개념과 합치되고, 또 그 개념에 의해 충분히 유도될 수 있는 제도일 수 있다. 제

레크(Zelleke)는 여성주의 정의론은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필연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기본소득만이 시민

의 조건이자 권리로서의 임노동주의에 대한 젠더적 편견을 뛰어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2.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포기하는가?

성평등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저임, 저지위의 여성노동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며 동시에 여성들의 임노동자로서의 지위확보 즉 유급노동에의 기회를 보장받는 노동권 확보에 있기도 

하다. 기본소득이 노동유무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혹은 노

동시장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여성주의적 의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인가는 기본소득에 대한 여성주의자들

의 주된 우려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이 성별분업을 강화시킬 것인가 혹은 완화

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고, 그 문제의 한 축은 임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련되어 있다. 

버그만(Bergmann, 2004)은 노동동기와 젠더이슈와 관련하여 로빈스(Ingrid Robeyns, 2000)

의 주장을 인용하여,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20세기 후반

의 근50년간 여성들이 이루어온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임금에 대한 진보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출산과 더불어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젠더평등이라

는 중요한 목표를 가진 여성집단의 상실을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맥케이(Ailsa McKay, 2007), 제레크(Almaz Zelleke, 2008) 그리고 페이트만(Carole 

Pateman, 2004) 등은 결혼, 고용 그리고 시민권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주는 여성주의적 함의를 중요하

게 평가한다. 기본소득이 여성의 노동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이 안된 이론적 주장일 뿐이

며 이는 지극히 남성중심적이며, 일과 임금(work and pay)에 대한 전통적인 패턴에 의거한 분석일 따름

화 개념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가족과 국가에 대한 공적인 의존으로부터의 개인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로프(Orloff)는 ‘독립성’ 개념을 도입, 남녀 모두에게 노동

을 요구하는 노동중심 일원체계를 강조하고 여성이 완전한 시민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돌봄노동에 

대한 책임 때문이므로 여성들이 임금노동을 하는 동안 돌봄노동을 대신할 공공 보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사회권에 대한 여성주의의 전망은 무엇인가.

남성중심적 시민권 개념에 대한 여성주의적 대안은 여성이 남성과 같은 ‘온전한’ 시민으로 자

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자는 데에 초점을 두어왔다. 즉 생산적 시민이라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개념

을 암묵적으로 수용한 상태에서, 여성이 시장의 ‘생산적 노동’에 풀타임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율적, 독립

적인 시민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기존의 사회권을 온전하게 향유토록 하기 위한 각종 사회제

도를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인 돌봄노동을 

최대한 사회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Bergman, 2006). 또한,기존의 남성적 시민 개념을 한 축으

로 놓은 상태에서, 돌봄노동을 남성의 ‘생산적 노동’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등가적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

다는 주장(Kittay, 2004)도 설득력을 얻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여성 수급권의 근거를 문제삼지 않았으며 젠더를 고려한 사회권

은 공/사의 연관성과 복지 수급권, 그리고 여성 노동권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했다. 세인즈베리(Sainsbury)

는 이러한 차원을 고려하여 복지국가를 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과 개인적 모델(individual 

model)로 구분했고 성에 의한 계층화가 없는 복지국가 모델은 개인적 모델에 기초하며 대표적으로 스웨

덴을 예로 들고 있다. 시민권의 민주화를 언급한 페이트만(Pateman)은 가구에 기초한 모델은 여성의 소

득이 남성보다 적다는 사실과 성별분업의 모든 문제들 뿐만 아니라 가구내의 소득분배를 무시하고 있다

면서 기본소득은 여성주의와 민주화에 중요한데 그 이유는 가구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개인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민’으로서의 모델이 임금노동자인가 아니면 돌봄수행자인가 아니면 이 역할을 공유하는 것

인가. 이에 관해 프레이저(Fraser)는 평등과 차이의 딜레마를 넘어서는 이상적인 모델은 보편적 돌봄수행

자 모형(universal caregiver model)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델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근대 

시민 개념은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며 

삶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보다 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제

공하는 것은 남녀 모두의 책임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즉 시민권의 핵심적 자격요건은 돌봄수행이어

야 하며, 따라서 기존의 ‘여성의 일’이라 간주되었던 돌봄노동은 남녀 모두의 기본적인 시민적 역할로 재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레크(Zelleke)는 이 새로운 시민권을 바탕으로 한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필요성

을 주장한다. 그녀의 분배적 정의는 평등(equality), 자율성(autonomy), 착취금지(anti-exploitation), 호혜

성(reciprocity), 다원성(pluralism), 연대(solidarity) 등 여섯 가지 원칙에 바탕하고 있다. 평등은 돌봄수행

의 부담과 그에 대한 보상이 성별, 계급, 인종 간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율성은 모든 시

민은 돌봄의 책임에서 잠시 물러서서 자신의 개인적 욕구와 목적을 선택하고 추구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사회가 이들이 양 영역을 넘나들 수 있도록 제도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착취금지는 돌봄을 

기피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착취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호혜성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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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역시 가정이다. 그러나 임노동만이 평등과 자유를 확보할 것이라는 단일한 믿음에 의심을 품는 것

은 열악한 여성노동의 현실에 비추어 무리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조건과 여성이 임

노동을 하던 말던 상관없이 가족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성역할 규범은, 여성에게 전업주부냐 장시간 

노동 맞벌이 여성 (second-shifter)이냐의 현실만 강요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여성주의 진영에서의 논의가 미진한 가운데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 사회

당, 진보신당 등의 정파적 진영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기본소득네트워크, 

2010). 노동계급의 확대와 이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고 지지하는 진영에서 기본소득을 검토

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모두

다 가족에만 머물 것이라는 성별분업의 공포는 미(비)혼모 지원이 강화되면 미(비)혼모가 예측할 수 없

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부장적 공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다 급진적인 또 하나의 질문은 “정말 노동하는 

것이 행복한가?, 어떤 조건에서 노동하는 것이 행복한가?”이다. ‘기본소득’의 원리가 다양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선택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역시 포기하

지 않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3. 기본소득은 전통적인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가?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줌으로 빈곤 감소의 효과가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해소하는 데 혹은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

인가는 여성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을 거부해야 할 것인가 환영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

로 논쟁의 지점이 되고 있다. 남성은 유급노동, 여성은 무급 노동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은 성별 

격차와 차별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Elgarte, 2008). 

기본소득이 전통적인 성별 분업과 관련하여 여성주의적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은 바로 

여성이 수행해왔던 무급 가사/돌봄 노동에 대한 여성주의 내부의 입장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여성주의

자들은 여성이 가족 안에서 수행하는 무급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 책임이 시장 노동의 진출을 좌절시키

고, 시장 노동 가치를 저평가하며, 여성의 빈곤화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여성

이 무급 노동에서 해방되어 남성과 동등하게 임노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성평등으로 가는 올바른 해

법인 것이다 (Bergmann, 1981). 다른 한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이 재생산 비

용을 낮춰 자본 축적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전체 경제 체제에서의 무급 노동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Gardiner, 1997). 비시장노동의 경제적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는 연구들은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을 경제

적 가치로 환산하였고, 이 경제적 가치는 전체 경제 내에서 비가시화되어 있던 무급 가사노동을 ‘가시화’

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받았다(Goldschmidt-Clermont, L.,1993). 전업 주부들의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

적 가치를 인정하거나 산정하는 연구들은 여성주의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무급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급 가사노동 수행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재

생산하여 남성은 임노동에 참여하고 여성은 무급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성별 노동 분업을 강화할 가능성

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Bergmann, 1981; 1986). ‘가격’은 없지만 ‘가치’는 있는 무급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는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그리고 

이라는 것이다.�2 실제로 여성들은 더 낮은 지위로 노동시장에 들어가야 하는 강요를 받지 않으며,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the way they work and live)에 있어서 더 다양하고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으로 인한 여성들의 협상력 강화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의 제한을 가져옴으로써 여성들의 

비정규직화, 주변화, 저지위・저임금화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지지자들 특히 여성주의에서의 지지는 노동/비노동의 이분법과 개인적이고 집단

적인 복지의 모든 행위가 임노동 세계에 집중하는 것을 비판한다. 특히 최근 대부분의 경제적 활동에 관

한 젠더 불평등의 부정적 결과들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는데, 지속되는 성별임금격차와 

저지위, 저임금 직종에의 집중은 임노동 세계가 여성의 상대적인 열악한 지위를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작

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임노동 중심의 성평등 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여성이 비임금의 돌봄노동 수행자로서의 부담과 역할에 기인하여 부차적 노동자로서 저임금, 저

지위의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의 임금/비임금 노동(work)의 상호작용적 특성에 주목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여성의 실질적인 경험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본소득은 ‘여성의 협상 지위를 증진시킴으

로써 노동시장에서 더욱 성평등을 성취할 수 있고, 남성들의 시간제 노동을 고무시킴으로써 남성들의 가

사 참여를 통한 가사노동의 분담을 가져오는(Standing, 1992:59)’ 비전을 제시한다. 즉 여성들은 기본소

득이 있으므로 생계를 위해 주변부 노동시장 참여를 강요받지 않는다. 노동에 대한 탈규제의 진전으로 노

동시장이 남성 노동자에게 가족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여성의 임노동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양상은 여전히 출산과 육아기 이후 재취업과 저임 

직종으로의 취업으로 특징지어 진다. 그 결과 여성노동시장 양극화와 더불어 남녀 임금 격차가 줄지 않고 

있다. 1998년부터 2006년 사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학력의 성별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의 출산 육아기 경력단절로 인한 근속차이는 여

전하기 때문이다(김주영, 2009). 기본 소득은 여성 노동력의 과잉상품화 (노동력 가치의 저하)를 일정 정

도 막을 가능성이 있다. 기본소득은 특히 필요에 의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숙련 수

준이 낮은 여성들에게 자본에 대한 협상력을 증가시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즉 저소득 노동시장의 산업예비군으로 존재하는 여성들의 유보 임금을 높일 것이고, 자본은 필요한 노동

력을 충원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는 높은 수준의 임금이나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시

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3 이는 소득보장을 위해 남녀 모두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지 않게 하며 결국 

노동시간 단축은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기본소득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결과할 것이라는 것은 가정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기

본소득이 무조건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지위를 강화시키고 성평등에 보다 근접하도록 할 것이라는 

72　일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기본소득’ 제도가 노동유인을 줄여서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남훈(2010)은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 브라질, 나미비아의 경험적 증거로 이를 반박한다. 소득보장이 대규모의 노동유인감소효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나미비아의 경우 실업률 감소를, 브라질의 경우 지니계수 감소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전통적, 조건적 복지제도보다 

기본소득제도가 노동유인 감소효과가 작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은 임금비용 보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소득보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보조되기 때문에 대체효과의 위험이 없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공급을 줄일 수 있고, 실업자들의 파트타임 노동 탐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73　기본소득이 저소득 노동시장 노동자들의 협상력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이주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국제 연대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이 부분은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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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쟁은 출산・육아기뿐만 아니라 초중고생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특히 중산층 이상 계층에게서 드러나고 있다. 기혼여성은 자녀 교육을 위해 금

전적인 지출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정보 취득을 위해 학부모 모임, 학교활동 등을 위해 임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대일, 2008; 최형재, 2008). 중산층 이상 계급에서는 이미 자녀 교육과 성

공을 위해 여성이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기본소득이 제

공되었을 경우 저소득층 기혼여성이 자녀 교육을 위해 노동시장을 이탈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기본소

득의 지급 수준과 함께 전반적인 교육 제도에 달려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4. 기본소득 설계의 몇 가지 조건들

 

기본소득이 성별 분업을 강화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소득 도입 자체보다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경제체제 안에서 기본소득을 깔아야 하는가를 더 치밀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기본

소득이 성별 분업을 강화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본다. 첫째, 성별분업 강화론은 기

존의 생산/재생산 이분법적 개념에서 생산의 우위와 ‘생산‘적 노동 참여를 근거로 복지와 사회보장 체제

를 구축하고 있는 질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제기되는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 기본소득이 노동의 패러

다임을 바꾸는 조건 하에서는 여성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특화, 성별분업이 여성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 보장이 유급노동을 기반

으로만 가능하고, 그래서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수행에 경제적 처벌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임노동을 전제한 노동연계복지와 연금제도의 철폐를 동시에 추진할 때만이, 가사노동과 돌

봄노동은 시장노동과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사회적 활동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사회재생산에서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 제공될 때 여성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특화하게 되는 이유는 그 여성에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의존자가 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그 의존자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의존자는 보통 시장에서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와 함께, 가족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결

합으로 필요를 충족한다. 그러나 보통은 가족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의존자의 필요를 정의할 때 

무시된다 (Citro and Michael, 1995). 의존자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보통의 빈곤에 관한 연

구들은 미취학 아동의 필요 (needs)는 성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정한다. 예를 들어 OECD 등등화

지수는 성인이 1일 경우, 두 번째 성인은, 0.5, 아동은 0.3으로 간주한다.�5 폴브르(Folbre, 2008)는 자녀의 

인적 자본 형성에 물질 자원만이 아니라 시간 자원이 필수 요소이며, 이는 가족 영역이 사회경제 전체를 

대신하여 치루고 있는 비용이므로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0년 미국에서 총지

출 가운데 시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양부모 가구에서 자녀 1인당 평균 61.7% 였고, 나이가 어린 자녀

일수록 시간 비용의 비중이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의존자의 생계비가 무급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을 

반영하지 않아 낮게 설정되어 있고, 만일 기본소득이 이에 기반하여 책정될 경우, 여성은 부족한 생계비

를 보충하기 위하여 무급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현존하는 연금 제도는 이러한 여성의 

75　http://www.oecd.org/dataoecd/61/52/35411111.pdf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여성주의적 의제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과연 

무급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인지, 단순한 인정을 넘어서서 여성이 더 이상 무급 가

사노동 및 돌봄노동을 떠맡게 되는 성별 분업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기본소득 도입의 찬

반 의견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임노동과 무급노동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여성이 수행하던 

무급노동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성평등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여성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무급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즉 기본소득이 

여성이 수행하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우회적으로 인정, 보상하기 때문에 여성

주의적 대안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여성, 혹은 실제로 무급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을 수행하

는 자에게만 제공되면 그러한 관점이 맞지만, 기본소득은 자산 여부와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된다. 따라서 기본 소득을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인정 및 보상과 등치시

켜 여성들, 혹은 여성주의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같

은 이유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여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역할하여 전통적

인 성별 분업 구도로 여성을 떠밀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성평등에 해롭다고 주장하는 것도 과도하다

고 본다. 앞 절에도 지적되었듯이, 기본소득이 전통적인 노동과 비노동, 생산과 비생산의 경계를 허물어

뜨리는 과정 자체에서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생산적인 활동으로 인정받고 복원되는 것이지, 기본

소득이 무급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은 일정한 오류가 있다.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여성이 임노동보다는 가족 책임을 선택하여 성별분업이 강화될 것인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에게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에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머무르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본다. 강남훈(2010)이 제

안하는 월 30-40만원만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시장 이탈이 동

반하는 숙련의 마모와 임금 수준의 저하를 감수하면서�4 가족 책임을 선택할 여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기본소득이 자본에 대한 여성의 협상력을 증가시켜, 즉 여

성의 유보 임금이 올라감으로써 원하지 않는 시장 노동을 하지 않게 될 경우, 가족 책임을 스스로 ‘선택’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남성은 임노동, 여성은 가정을 보살피는 것이라는 사회 ‘규범’이 만연되

어 있을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본소득이 허용할지도 모를 가족 책임을 ‘선택’할 기회를 더욱 주저 

없이 이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Robeyns, 2000). ‘강제’와 ‘선택’의 경계가 여성주의자들에게는 그다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기본 소득은 표면상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 듯이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엘가르트(Elgarte, 2008)가 지적하듯이, 일정 정도의 성별분업화는 임노동에 

참여하지 않아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전업주부 및 비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과정

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여성의 가족책임을 강화하여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지속시킬 것인가라는 

논쟁은 여성이 가족책임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맥락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

별을 제외하고 여성이 임노동을 중단하는 이유는 자녀 보육과 교육 때문이다. 학력 위주의 공교육과 입

74　‘평생 전업주부’ 모델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의 자신이 지닌 기술과 숙련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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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훈 (2010)                                                     필자 제안

기본 소득의 제공이 성별 분업을 강화하지 않을 다른 하나의 전제 조건은 기존에 여성이 무급

으로 수행해왔던 서비스들을 무상으로 완전 지원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본

소득 자체를 체계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소득이 의료・교육・보육・주택・돌봄서비스 등 국

가가 집합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 현물복지를 모두 개인 중심으로 현금으로 대체하고자 한

다는 것인데,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가의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역할, 보편적 복지 공급을 포

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애기하듯이 기본소득의 도입은 사회서비스

의 공공성의 강화와 연계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마

련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은 우려하는 바대로 성별 분업을 강화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시장노동과 가족책임의 역할을 동시에 수

행할 수 있는 노동시간체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시장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

이고, 가족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가 남녀 모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Elgarte, 2008). 노동시간의 단축이 곧바로 ‘가족과의 시간’의 증가를 결과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를 위한 중요한 조건을 마련해줄 것임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전통적인 성별 분업을 강화함으로서 성평등에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

은 ‘가족’ 경험이 여성에게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었던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 듯싶다. 기본 

소득은 평등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가족의 가치’가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가족의 가치’란 ‘가족구성원들이 상호 경제적, 정치적 지배-종속 관계에 놓이지 않으며, 가족

의 물질적, 정서적 복지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동이 강제적 분업이 아닌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의해 수행되고, 그리하여 그 구성원들이 평등, 민주주의, 상호의존 등의 미덕을 일상적 삶을 통해 익히고 

구현해 나아감’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가족구성원간의 경제적 의존관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여성, 노

인, 어린이들이 대안적 생계수단의 부재로 인해 다른 가족구성원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안에 머물

러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가족 간의 경제적 의존관계가 약화되면 정서적 공동체로서의 가

족의 기능과 중요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젊은이들에게 노인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더 이상 “경제적 짐”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도 상당히 완화될 가능

성이 있다. 

지급액

연령 

지급액

연령 

무급 노동으로 길러낸 노동력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고, 오직 임노동에 종사했다는 이력만이 연금혜택의 

자격요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불평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Folbre, 2008).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방향의 해법이 존재할 것이다. 의존자의 필요 생계비를 제대

로 책정하고 넉넉한 기본 소득을 제공하여, 여성이 자신의 무급 노동이 아니라 대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임노동과 무급 노동 사이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표 1>에서 보듯이, 현재 강남

훈 (2010)이 설계하고 있는 기본 소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본소득 액수가 증가하는 구조이다. 강남훈

(2010)은 무상교육�6과 의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지급 액수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곽노완

은 기본소득네크워크 다음 까페 (http://cafe.daum.net/basicincome)에서 연령에 다른 차등적인 지급을 

설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55세 이상 및 65세 이상이 보다 많은 기본소득을 받게 설계한 것은, 그 분들이 기존의 연금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퇴직후 노후설계에 혹 실패했더라도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노령층이 워낙 알뜰하게 살아 소비수준이 낮기 때문에 

의아해할 분들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분들의 품위있는 생활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40

대 이상이 그 미만의 연령대보다 많은 기본소득을 받게 설계한 것은, 우리사회의 특성상 40대이상의 소비

수준이 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세대가 섞여서 같이 외식을 할 때 누가 계산을 하는 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40대나 50대인 분들이 하지요). 그리고 40대 이상의 경우 실업시 전직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을 사회가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근거가 다소 임의적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생계비의 책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근거해 연령에 따른 차등적인 지급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필요’를 정의할 때 의존자

를 돌봐야 하는 시간비용이 보육과 교육에 해당하는 시간 영역 이외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

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동과 노인의 공통점은 신체적으

로든 사회적으로든 생산적인 활동 능력에 제약이 클 뿐만 아니라, 온전한 생명 유지와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성이 이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 책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약자 (13

세 미만과 65세 이상) 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 소득을 제공하고 생산적인 활동 능력이 있는 청장년층

에게 그 보다 낮은 수준의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U-자형 1인당 지급 체계를 제안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6　무상 교육 안에 보육도 포함되는지 분명치 않다.

77　연령별 차등적 급여액의 설정의 근거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최광은도 까페에서 생애주기 속에서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구분한 연령 범주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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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나가는 글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시민권, 노동에 대한 재개념화, 비임금노동에 대한 가시화 등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의 원리가 주는 정치적 함의는 여성주의자들이 상상하는 대안사회의 구체적 설계를 고민하는 

즐거움을 준다. 이제까지 여성주의가 비판해왔던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전제와 이념들에 대한 해체가 ‘기

본소득’이라는 고리를 통해 전복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며 

여성주의 진영은 이러한 논쟁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성별분업을 강화할 것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 성별분업의 강화가 어떤 사회, 어떤 조건에서도 성불평등을 

결과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도 가능한 부분이며, ‘기본소득’의 틀에 여성의 권리자격과 노동

세계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돌봄노동의 특성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더욱 천착해야 할 부분이다. 

이 글은 매우 시론적인 수준에서 ‘기본소득’의 담론을 여성주의 진영에서 제기하고자 했다. O’

Reilly (2008)가 주장하듯이, 기본소득이 어떠한 형태의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지도 불명확하고, 한 가지 

정책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돌봄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은 분명한 듯 보인다.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무조건적 소득 지급은 곧 ‘모든 사회구성

원들에 대한 무조건적 사회권 부여’를 의미한다. 즉, 기본소득에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생산적 노동’만이 

사회권, 시민권 확보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것, 모든 사회구성원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의

미가 있고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무인도에서 온전히 홀로의 삶

을 살지 않는 한, 인간의 삶은 곧 ‘관계’의 연속이다. ‘관계’는 ‘배려의 주고받음,’ ‘돌봄의 주고받음’이다. 

의식적이건 아니건, 우리의 일상적 삶은 넓은 의미에서의 돌봄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소득

은 현금소득이라는 가시적 보상을 통해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이러한 ‘돌봄의 행위자이자 수혜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돌봄‘ 시각은 “독립적, 자기 완결적 개인”이라는 근대적 주체 개념과 판

이하게 다르다. 여전히 질문되어야 할 많은 쟁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담론의 정치적 

확장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지며 그 선상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이 진정 혁명적인 ‘노동’체제를 도모하기 위한 대항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과 고안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한 담론의 형성에 여성주의자들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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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대한상의 89%, 한국은행(주택자산) 83%, 국민은행 80%, 삼성금융연구소 79%, 통계청(전월세 포함) 

81% 등으로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소 79%에서 최대 89%에 달한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자산 중 주택 자산 비중은 1993년 76%였으나, 1995년 78%, 1999년 81%, 2001년 83%로 꾸

준히 증가해왔다. 

경제적 능력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사회적 지위 역시 부동산 자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로 결정된다. 아파트에 사는지 연립주택에 사는지, 아파트에 산다 해도 어느 브랜드의 몇 평에 사는지, 주

택 말고 땅이나 건물이 있는지 등 몇 가지 정보만 알아도 그 사람의 생활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고 어떤 

정치의식을 갖고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9 나아가 부동산은, 주거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개

인 삶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누가 어느 대학에 가느냐의 문제 역시 부모의 부동

산이 결정한다. 부모의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은 뚜렷이 높다. 은행 문턱의 높이도 

부동산이 올리고 내린다.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대출 여부와 그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부동

산은 인간의 수명까지 관여한다. 부동산을 소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부동산을 소유한 계층 가운

데에서도 얼마나 소유하는지에 따라 평균수명의 통계적 차이는 매우 분명하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대개 부동산에 눈을 돌린다. 여윳돈을 부동산이 아닌 데 투자한 사람은 바

보 취급을 받곤 한다. 부정부패나 뇌물 사건도 대부분 부동산 때문에 일어난다. 언론의 논조도 잘 들여다

보면 부동산 광고 수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부동산에 울고 부동산에 웃는 나라, 직업과 노동 소

득보다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소득이 불평등의 잣대가 되는 사회, 대한민국은 부동산 계급사회다.

2. 자산격차와 소득격차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전가구(2인이상 비농가, 시장소득)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각각 6.10과 6.06으로 2003년 이후 소득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지니계수 역시 각 0.319

로 전가구는 약간 호전된 반면 도시근로자가구는 전년과 같이 2003년 이후 가장 악화된 소득분배 지수를 

나타냈다.80 그런데 이 같은 소득격차 수준은 비슷한 경제규모 국가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

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지출항목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하기 이전 기준으로 2005년의 경우 도시근

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43으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30개국의 평균 소득 5분위배율이 6.40에 

비해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다. 또 2005년 한국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는 0.310으

로 세계 100개 국가 중 26위를 기록해 경제규모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81

79　수도권 1,164개 동네별 가구의 부동산 소유와 투표패턴의 상관관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대한민국정치사회지도∙,후마니타스,2010

참조.

80　이 수치는 모두 통계청이 2009년 들어 소득과 지출항목을 국제적인 분류기준에 맞춰 개편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81　소득과 지출항목을 국제적인 분류기준으로 개편한 결과를 반영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18,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는 

0.299로 소득격차 수준은 더 양호하게 나타난다.

부동산 사회, 

자산격차와 노동소득�8

손낙구 /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1. 부동산과 한국사회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서울과 경기도 땅값

은 각각 1조1,593억 달러와 1조18억 달러로 캐나다 국토 가격 1조5,580억 달러의 1.4배에 달한다. 또 대

한민국 땅값 총액은 3조 5,780억 달러로 캐나다 땅값의 2.3배에 달한다. 또 호주 땅값은 2조6,390억 달러로, 

한국 땅값이 호주의 1.4배에 달한다. 캐나다의 면적(9,984,670㎢)이 서울・경기도(10,742㎢)의 930배, 대

한민국(99,960㎢)의 100배에 해당되며, 호주 면적(7,692,208㎢) 역시 대한민국의 77배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새삼 실감난다.

둘째,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른다. 땅값이 비싼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감정

원과 국토부 통계를 연결해보면 1963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땅값은 1,176배, 대도시 땅값은 923배가 올

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도시노동자가구 실질소득은 15배 올랐으니, 땅값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른 셈이다. 체계적인 땅값 변동률 조사가 시작된 1975년 이래 땅값이 내린 해는 토지공개념 도입 

직후인 1992～1994년과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의 4년밖에 없고, 나머지 해는 매년 올랐다. 10년만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0.3%가 하락했지만, 2010년 들어서는 여섯 달 째 소폭 상승세가 이

어지고 있다.

셋째, 극단으로 치닫는 부동산의 소유 편중이다. 호주나 캐나다를 사고도 남는다는 금싸라기 

한국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걸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 중 30%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 소유한 국공유지이고, 이를 제외한 70%는 민간이 소유한 사유지다. 그런데 전체 가구의 0.5%에 불과

한 땅부자 10만 가구가 30%를, 5% 90만 가구 44%를 소유하고 있어 사유지 기준으로 국토의 74%를 5.5% 

땅부자가 독차지 하고 있다. 

또 이들을 포함해 27%의 가구가 국토 99%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하고 남은 1% 땅에 

땅을 한 뼘이라도 가진 33%의 가구가 몰려있다. 나머지 전체가구의 40%는 발 디딜 땅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주택도 마찬가지여서 전체 국민의 40%가 무주택자인 가운데 최고 집부자는 혼자서 1,083채를 소

유하고 있고, 10명이 5천508채 30명이 9천923채를, 100명이 1만5천464채를 갖고 있는 등 주택소유도 극

심하게 편중돼 있다. 산업화 이후 50년 동안 부동산의 세 가지 문제가 얽히고설킨 결과 부동산은 경제적 

능력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었다. 한국의 가계에서 자산이 많다는 것은 부동산 자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가계자산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

78　이 글은 필자의 ∙부동산계급사회∙,후마니타스,2008을바탕으로관련내용을일부수정보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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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해 준 자산은 75조 3천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70% 52조8천억 원

은 땅과 집, 빌딩 등 부동산 자산이다. 부동산 자산 격차가 당대에 끝나지 않고 대물림되면서 자산격차를 

세대를 넘어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 빈부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일반 국민들의 여론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2010년 3월에 서울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 빈부격차를 낳느냐”는 질문에 설문 응답자 중 95%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64%

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85 집 보유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빈부격차에 미

치는 부동산의 영향력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3. 부동산과 노동소득

같은 직장에 다니는 네 사람을 예로 들어 부동산과 노동소득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 사례에 등

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 가공인물이지만, 소득과 아파트가격 및 증감률은 통계청과 국토해양부의 공식 

통계를 적용한 것이다.

ㅌ산업 임원 K씨(53)는 한 달 평균 월급이 900만원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100대 

상장기업 임원의 2007년 상반기 평균 월급은 5천200만원인데 그 가운데 꼴찌에서 세 번째로 월급이 적다. 

그러나 K씨는 다른 회사 임원에 비해 적은(?) 월급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5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

값이 그 새  다섯 배 가깝게 올랐기 때문이다. K씨가 2001년 9월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146㎡(55평)

형을 분양받을 당시 분양가는 7억6천230만원이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해본 결

과 5년 반 만인 2007년3월 33억5천만 원에 같은 평형이 팔렸다. 가만히 앉아서 25억8천770만원을 번 것

이다. 월평균 3천921만원, 1년 평균 4억7천49만원씩 번 셈이니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4.4배를 아파트에

서 번 것이다.

K씨가 아이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인 2001년 월급은 665만원이었으니 35%가 올랐다. 같은 회

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L(29)씨는 한 달 평균 월급이 98만원으로 6년 전 76만원에 비해 29%가 올랐다. 

월급도 적고 형편도 어려운 L씨는 6년째 연립주택 전세방에 살고 있는 데 6천만 원이던 전세금을 500만

원씩 두 차례 걸쳐 천만 원을 올려주었다. 통계청 “소득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따르면 K씨

와 L씨는 도시노동자 가구 중 소득이 가장 높은 10%(2007년 10분위 월평균 임금 888만원)와 가장 낮은 

10%(1분위 월평균 임금 98만원)으로 두 사람의 소득격차는 2001년 8.8배에서 2007년 9.0배로 약간 더 

벌어졌다. 그런데 두 사람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2001년에 12.7배에서 6년 만에 47.9배로 벌어져 살아생

전에는 좁히기 어려운 거리가 돼버렸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자. 같은 ㅌ산업 입사동기생인 P차장(41)과 J차장(42)은 연봉도 5천

2백만 원으로 엇비슷하다. 두 사람은 2001년에 똑같이 85㎡(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P차장은 2억

7천만 원에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분당파크뷰를, J차장은 2억4천만 원에 서울시 강동구 길동 강동LG자이

를 각각 분양받아 회사 동료들과 돌아가며 집들이까지 했다. 그런데 그 사이 분당파크뷰는 가격이 많이 

85　경향신문, 2010.4.13.

<표 1> 5분위 별 자산・소득 현황(2005) - 그래프로 대체

 자산   월평균 소득

 총자산 부동산 금융 자산 도시 근로자 전국 가구

부유층 (상위 20%) 7억6,986만 원 6억2,006만 원 1억4,980만 원 633만 원 600만 원

60~80% 3억0,563만 원 - - 379만 원 348만 원

40~60% 1억9,435만 원 - - 287만 원 255만 원

20~40% 1억742만 원 - - 210만 원 178만 원

빈곤층 (하위 20%) 3,938만 원 2,700만 원 1,237만 원 116만 원 79만 원

평균 2억7,912만 원 2억1,935만 원 5,977만 원 325만 원 292만 원

5분위배율 = 19.5(17.9) 23.0 12.1 5.43(5.22) 7.56(7.23)

상위20%÷하위20%

(2003)

자료 : 자산은 삼성금융연구소의 2005년 5월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결과.” 소득은 통계청 “2005년 가계수지 동향.”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의 빈부격차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수준인 걸까. 소득격차는 실제 빈부

격차를 충분히 반영한 것일까. 빈부격차의 실상은 소득과 자산, 소비 등 다양한 영역을 고루 살펴야 제대

로 알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사실상 소득격차 통계만 체계적으로 공표되고 있어 빈부격차 가운데 극히 

일부의 실상만 측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조사되거나 연구된 결과만 봐도 자산격차의 

영역에서 소득격차에 비해 심각한 빈부격차의 양상을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삼성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자산 5분위 배율은 19.5로 소득(5.4)에 비해 5배에 달

한다. 특히 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의 5분위 배율은 12.1인 데 비해, 부동산 자산은 23.0으로 부동산이 자산

격차를 크게 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패널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순자산 지니계수는 0.705로 소득 지니계수 0.310의 2배가 넘는다.82 또 2005년 기준 가구별 토지 소유의 

지니계수는 금액기준으로 0.747, 면적기준으로 0.806로 나타났다.83 소득격차에 비해 자산격차가 두 배 

이상 크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부동산 자산 격차가 심각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산격차는 더 커지는 

추세이며, 여기에는 부동산 자산격차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의 경우 상위 1% 

계층이 순자산의 9.7%를 가지고 있으며, 상위 5%는 30.9%, 그리고 상위 10%는 46.2%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006년의 경우 상위1%가 순자산의 16.7%를 가지고 있고, 상위 5%는 39.8%, 그리고 상위 10%는 

절반이 넘는 54.3%를 가지고 있다. 또 2006년 기준 자산원천별 불평등 요인은 부동산 자산 93%, 금융자

산 12%, 총부채 -5%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84  

한편 부동산 자산의 대물림은 자산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1965～2006년 

82　남상호,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해 : 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2008.1.31.

83　김유선, 「토지소유 불평등과 불로소득」, ∙노동사회∙통권103호, 2005.

84　남상호,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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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밀리고 있다.86 

1990～1997년 기간의 전체 국민의 평균 소비지출 비중이 식료품(21.3%), 주거(17.2%), 교통

(9.5%), 외식(9.3%), 교육(9.3%) 순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2001년 이후 시작된 제4차 부동산 투기 국면

을 맞아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그만큼 고통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8� 특히 매매가격 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주택 임대료 때문에 무주택자의 경제적 고통은 극심하다.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1986～2008년 사이 22년 동안 주택 매매가격은 1.3배(125%) 오른 데 비해 전세 가격은 2.6

배(263%)로 곱절이 올랐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서울 한강 이북 지역은 집값(90%)에 비해 전세값

(229%)이 2.5배나 더 올랐고, 광역시도 2.4배가 더 올랐다. 특히 아파트보다 셋방 사는 사람이 더 많이 거

주하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 가격이 훨씬 많이 올랐다. 아파트값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1.7배 오른 데 비해, 단독주택은 3.2배, 연립주택은 2.8배가 더 올랐다. 한강 이북 지역 아

파트값은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의 2배로 올랐는데, 단독주택은 2.2배, 연립주택은 무려 5.4배가 더 올랐다.

한국사회는 지난 50년간 모두 네 차례의 부동산 가격 폭등기를 거쳤는데 그 때마다 전월세가

구나 전세에서 월세로 뒷걸음치는 가구가 늘어났다. 제2차 부동산 투기 시기가 포함된 1975～1980년 사

이 셋방 사는 가구는 전체의 33.4%에서 39.4%로 6%가 늘었다. 가구 수도 222만에서 314만으로 92만 가

구가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 수는 58만 채가 늘었는데도 셋방 사는 가구는 더 늘어난 것이다. 제3차 부동

산 투기 때인 1985～1990년 사이에도 셋방 사는 가구는 42.3%에서 46.9%로 4.6%가 늘어났다. 가구 수

도 409만에서 533만으로 124만 가구가 새로 셋방 대열에 합류했다. 같은 기간 주택은 125만 채를 더 지

었는데도 말이다.

제4차 부동산 투기 때인 2000~2005년엔 셋방 사는 가구 비율이 43%에서 41.4%로 1.6%가 줄

었다. 그러나 셋방 사는 가구 수는 615만에서 657만으로 42만 가구나 더 늘어났다. 같은 기간 주택이 175

만 채가 늘었지만 셋방 사는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셋방가구 중에서 전세 가구는 48만이 

줄어든 반면, 월세가구가 90만이나 늘어났다.

전세가격이 올라도 대출받기도 어려웠다. 전세가격이 한창 오르던 2005년과 2006년 전세금 

대출보증을 신청했던 사람 넷 중 한 명꼴인 7만여 명이 보증을 받지 못해 대출을 거절당했다. 결국 전세

에서 월세로 내려앉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부동산 사회의 사회권 보장 방향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면 노동, 주거, 교육, 의료 등 분야마다 해결해

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며, 각 과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게 사실이다. 부동산을 중심으

로 한 자산격차 역시 완전히 독립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한국사회가 산업화=도시화=토건

화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악화된 부동산 문제가 한국인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

히 짚는 것은 사회권 보장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 가운데 하나라 하겠다.

86　송태정, 「소득계층별 물가수준 얼마나 다른가」, ∙LG주간경제∙, 2006.1.11.

87　이 글에서 사용하는 제1차～제4차 부동산 투기란 산업화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제1차(1965～1969년), 제2차(1975～1979년), 

제3차(1988～1990년) 시기 및 2001년 이후 제4차 시기를 말한다.

올라서 최근 11억까지 올라간 반면(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결과 2006.4 11억에 거래됨), 강동

LG자이는 6억2천500만원(2006.12 실거래가)에 머물렀다.

두 사람의 소득격차는 없지만, 자산격차는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똑같은 월급 받고 똑같

은 돈 주고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샀는데 P차장은 J차장 보다 무려 5억이나 재산이 많은 ‘다른 계급’이 

돼버린 것이다. 같은 회사 안에서 6년 동안 네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소득과 부동산의 차이였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부동산이었다.

여성노동자 L씨는 비정규직의 수렁에 빠진 채 임원 K씨의 9분의 1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다

보니 2007년 통계청 가계수지 조사 결과 기준으로 저축은커녕 전세값이 계속 올라 한 달 평균 23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반면 임원 K씨가 7억으로 시작한 부동산 자산을 33억까지 불릴 수 있었던 것은 2007

년 기준으로 1년에 4천만 원 가깝게 저축할 수 있는 고소득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K씨가 33억대 재산

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소득이 아니라 아파트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소득 보다 자산 특히 부동산 자

산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를 벌리는 데 핵심적인 구실을 한다는 사실은 소득 차이가 없는 P차장과 J

차장의 경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월급과 같은 돈을 버는 데서 생긴 격차는 그 격차가 쌓여 아파트값 폭등과 같은 추가적

인 재산축적의 기회와 맞물려 더 큰 격차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탓에 직장인들은 노동소득을 최

대한 아껴서 가능하면 빨리 내 집을 장만하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

년 2월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 가정의 1년 평균 소득은 3,492만 원이었는데, 3년 7개월 뒤인 2006년 9월 

4,132만 원으로 640만 원 18.3%가 늘었다. 그 결과 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저축할 수 있는 돈도 732만 원

에서 805만 원으로 73만 원으로 10% 증가했다. 그런데 110㎡(33평)형 아파트값은 전국의 경우 평균 1억

8,183만 원에서 2억2,011만 원으로 21.2%, 서울은 3억3,429만 원에서 4억4,451만 원으로 33%가 뛰어 올

랐다. 특히 강남구는 5억9,301만 원에서 9억7,317만 원으로 64%가 치솟았다(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

사 각년도). 

이렇게 집값이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고 집값이 소득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오르다 보니 

2006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평균 봉급쟁이가 월급을 모아 110㎡(33평)형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전국

의 경우 평균 18.6년, 서울은 29.1년, 강남은 44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소득 가운데 지출을 제외

한 저축 가능액을 정기예금 금리(2003년2월 4.15%, 2006년9월 4.13%)를 적용해 저축하는 것으로 계산

한 것이다. 남자의 경우 제대와 대학졸업 후 28살에 직장생활을 시작한다면 47살이 돼야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단 얘기이다. 또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57살이 돼야 하고, 강남구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72살이 

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말 그대로 검은 머리 파뿌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내 아파트 마련 기간’

은 110㎡ 기준으로 2003년에 비해 전국은 2.1년, 서울은 4.2년, 강남은 9.2년이 더 늘어난 것이다. 

노동소득에 비해 집값이 큰 폭으로 폭등함에 따라 자가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높

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소비지출 비중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통계를 보면 전체 평균 지출 1위가 주거비(14.8%)로 나타난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20%

에 해당하는 빈곤층은 이보다 훨씬 높은 19.7%를 주거비에 쓰고 있다. 상위20% 고소득층은 교육비(13.3%)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교통(12.9%), 식료품(12.9%), 외식(12.1%), 주거(10.6%)순으로, 주거비 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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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평한 삶을 위한 소득

‘기본소득과 성평등’

발표자 / 이숙진(젠더사회연구소)

토 론 문 

서정희 /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윤자영 외(2010)의 글은 여성의 사회권 확대라는 

입장에서 기본소득이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해소할 것인

가 하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복지국가의 제도와 기본소득의 세부적인 논의들을 이해

하고 이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다루기 위한 깊은 고민이 

느껴진다. 본 토론자는 미약하나마 위 글이 보다 더 좋

은 이론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본 토론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3가지이다. 각 

쟁점들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Ⅰ. 제도도입에 대한 찬반의 근거

  제도도입의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정할 때 전통적

인 성별분업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냐 아니냐를 기

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전통적인 성별

분업 해소라는 관점을 견지하여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마땅히 그러해야겠으나 전통적인 성별분업 해소에 기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제도 본래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은 아닌가 사료된다. 남성이

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옵션

(exit option)을 갖는 것만으로 기본소득 제도는 인간의 

자율성을 극대화시킨다(Offe, 1997; 2008). 그런데 이 

제도가 성별분업에는 기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제도

를 반대할 근거가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통

적인 성별분업 해소여부’가 제도 도입 찬반에 제1원칙이

라면 제1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즉, 인간해방에는 

기여하나 전통적인 성별분업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했을 

때 제도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제도 찬반을 

결정할 수 있는 제2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기본소득의 전제조건

  발표자들은 기본소득이 성별분업을 강화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임노동을 전제한 노동연계복

지와 연금제도의 철폐를 동시에 추진할 때만이, 가사노

동과 돌봄노동은 시장노동과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지

니는 사회적 활동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발표문 13페

이지) 주장한다. 이는 세 가지 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성평등의 주요 의제와의 상충관계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성평등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남성중심적 

시민권 개념을 여성이 남성과 같이 온전한 시민으로 자

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자는 데 초점을 두어, 여성

이 시장의 생산적 노동에 풀타임으로 참여함으로써 자

율적ㆍ독립적 시민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제

도를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발표문, 6페이지). ‘여성

이 시장의 유급노동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제

도를 구비하는 것’과 ‘유급노동과 연계된 복지제도들의 

철폐’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여

성이 시장의 유급노동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양질의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남성

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유급노동과 연계된 복지제도

들이다. 실제로 젠더지향적 시민권(gender-oriented 

citizenship)을 주장한 여성주의자들은 에스핑 안데르

센(Esping-Andersen, 1990)의 탈상품화를 비판하

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상품화조차 이루지 못한 여성의 

경우 탈상품화는 의미가 없고, 여성의 사회권을 위해서

는 탈가족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ainsbury, 

1994). 또한 여성의 사회권,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은 (반)지하나 옥탑방, 비닐집, 쪽방, 동굴과 같은 인간이하의 주거환경에서 살

고 있는 부동산 극빈층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도시연구소를 중심

으로 (반)지하 등 거주자 실태 조사가 부분적으로 나마 꾸준히 이뤄졌다. 하지만 (반)지하 등 거주자의 

규모가 전체 가구의 4% 68만 가구(전체 가구의 4%) 162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극히 최근인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였다.88

2005년 기준으로 수도권 지하 거주 가구가 지하 전세방에서 지상전세로 이사하는 데는 가구

당 1,831만 원(인천)～3,512만 원(서울)이 필요하고, 월세와 사글세의 경우 전세로 환산할 경우 288만 원

(경기 사글세)에서 1,513만 원(서울 보증금 없는 월세)이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약 지하거주가구 전

체가 한꺼번에 지상으로 이사하려면 수도권만 10조6천억, 전국적으로 총 11조2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

산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건재한 한국사회에서 소년소녀 가장이나 고령자를 비롯해 주로 저소득층인 

이들이 노동소득을 모아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반)지하 등 거주자 다음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2005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13% 206만 가구 516만 명에 달한다.89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소득보장,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거대책이 마련돼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들의 열악

한 삶의 조건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논의는 (반)지하 등 거주자 규모가 밝혀진 

2005년 이전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있다. 

또 셋방을 떠도는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전월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임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 보호제도가 시급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투기 근절과 소유편중 해소 등 부동산 문제 자체를 뿌리뽑고 부동산 기

득권 계층을 해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로소득인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극단적인 자산격차를 해소하거나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토론주제

- (반)지하 거주자 등 부동산 극빈층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의 실천 방안

88　(반)지하나 비닐집 등은 물론이고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동굴이나 토굴에 사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최근 밝혀졌다. 부산일보 

2007.1.8. 참조.

89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통계는 법적 기준이 부실해 (반)지하 등 거주자 중 49만여 가구가 빠져있고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 가구는 통째로 

제외돼 있어 실제 규모는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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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이 자신의 기본소득을 자신에게 줄 것이라고 기

대하고 그 아들이 유급노동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본 토론자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기본소득이 진정 

돌봄노동의 사회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

본소득의 수정안인 참여소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앳킨슨(Atkinson)은 기본소득이 단기적으

로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이라는 중간자적 제안을 하였다. 이는 기본소

득을 ‘참여’ 즉, 광범위하게 정의된 사회적 기여를 조건

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 참여는 

노동시장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자영

업자, 일시휴직자, 실업자 등이 자격을 가질 뿐만 아니

라 교육, 훈련, 돌봄노동, 자원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하

는 사람들 역시 자격을 갖게 된다(Atkinson, 1996). 모

든 사람들에게 조건없이 기본소득 급여를 지급하는 것

이 아니라 돌봄노동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

람직한 기본소득 안이 아닐까 사료된다. 

  그러나 참여소득 안은 무엇이 유용한 사회적 활동

인가를 규정함에 있어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고, 개인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온정적 개입주의(paternalism)

의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진보적 운동단체의 활동

을 한다거나 이웃 독거노인을 돌보는 선행 등이 유의미

한 사회활동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개인은 참여소

득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활동이 유의미한 사회

활동 목록에 들어가 있다면 이를 일일이 증명할 수 있는 

확인증을 만들거나 국가 공무원의 확인을 요하게 되므

로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기본소득과 참여라는 조건이 있는 참여

소득의 장단점을 고려한 대안제시가 필요한 시점이 아

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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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 관해서 많은 논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

의의 상당수는 복지국가의 확대 혹은 젠더지향적 복지

제도들을 주장하지 복지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지 않는다. 

탈가족화를 고려한 복지제도의 확대와 복제제도들의 철

폐는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어디에 더 중

점을 둘 것인가 하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시장에서의 

유급노동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기존의 유급노

동을 전제한 복지 제도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철폐한다면 그러한 제도들이 지

향하고 있는 정책목표는 무엇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노령, 질병, 실업, 산업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개인 혼자 힘으로 대처하

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들은 사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risk pooling)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이 모든 

제도들을 대체하자는 주장은 여러 사회적 위험들을 개

인이 그 때 그 때 알아서 기본소득으로 해결하게 하자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복지

국가 정책들이 남성유급노동자 중심이었다고 하여 복지

국가의 철폐 혹은 복지국가의 축소가 여성해방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 될 것인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금급여(국민연금), 상병수당(우

리나라에는 없으나 아파서 치료를 받느라 근로소득이 

없을 때 근로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급여), 실업급여(고

용보험), 장해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각각의 사

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하기 이전의 생활수준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최소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보장해주는 제도이다(van Parijs, 2006). 그러나 기본

소득이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

을 만큼의 충분한 급여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발표자들은 특히 연금제도의 철폐를 주장하

고 있는데, 여성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해서 연금제도

의 수정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철폐라는 대안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많은 복지국가들이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필요하

다는 여성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금크레딧 제도를 도

입하여 실현하고 있다. 연금크레딧은 여성의 출산과 양

육 기간 동안 여성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여성이 보험

료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연금기여기간에 일정기간을 

더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방식의 제도는 여성의 출산

과 양육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여 이 기간 동안 유급

노동에 종사하고 연금보험료를 낸 남성과 동일하게 기

여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제도 수정이 아

니라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과연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는 보다 면밀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

다. 

Ⅲ. 기본소득의 급여수준

  본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여성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개입해야 하는 지점은 기본소득의 급여수준

이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이미 발표자들이 심도있게 

제시한 것처럼 넉넉한 기본소득은 여성이 자신의 무급

노동과 임노동 사이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

기 때문이다. 이는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급여

수준이 높아야 남성이 유급노동을 포기하고 돌봄노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발표자들이 제시한 연령과 지급액 간의 U

자형 관계는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시기에 가장 낮은 수

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과 노인에게 지

급되는 급여가 높다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지급되는 급

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노인이 더 높은 기본

소득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그 급여를 자신을 돌보는 아

들이나 며느리에게 나누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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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평균 전국 토지가격 상승률이 4.35% 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노태

우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989년 2월 초, 긴

급투기 억제 대책을 내 놓고, 그 해 12월 말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였다. 이 기간에는 ‘찻잔’(지식사회 일부)

의 태풍 수준이긴 하지만 기존의 토지 소유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내지 담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발동하였다.

  4차 파동은 2002~2006년까지로 서울 강남, 수도

권, 지방 혁신도시 인근이 주도하였다. 노무현 정부 기

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토지는 4.35%, 주택은 4.49%가 

올랐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8.9%, 강남구 아파트는 

10.4%(5년간 평균 64.2%)가 올랐다. 이 기간에는 부

동산 과표가 현실화 되고, 거래가 투명해지고, 종합부동

산세가 도입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총부채상환 

비율 규제 등 금융 규제가 있었다. 하지만 3차 파동 직후

와 달리 담대한 정치적 상상력에 기반한 근본적인 부동

산 대책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이러

니가 아닐 수 없다.

  

  1~4차 파동 전체를 관통하면서, 한국 부동산 문제

를 특별히 심각하게 만든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제도정

책의 환경적 요인으로 본다면 활용 가능한 평지 면적이 

지나치게 좁은 지형,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산업 집

중,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핵가족화(가구 수의 증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토지개혁을 

거치면서 확립된 토지(특히 경지)의 개인 소유제도, 원

초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 등

이 있다.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용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는 이를 심각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문제를 이처럼 심각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은 환

경적 요인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도정책 디자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아쉬운 것은 

부동산 담보 제도이다. 4차 부동산 파동 시 LTV(주택담

보인정 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위력을 실감했듯

이 부동산 담보 비율을 대폭 낮추는 정책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토지 소유 제도를 중국식으로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찍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강

제하고, 부동산 상속 시 별도로 특별히 높은 세율을 매

기는 것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세금 대신 상속 토지 

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도

시, 신도로를 개발할 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주변 

지역을, 그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충분히 강제수용해서, 

기존 소유주들에게 개발지의 代土로 보상하고, 공공 소

유 토지를 많이 확보하는 정책도 아쉬운 정책 중의 하나

다. (재정에 부담을 많이 주지 않도록) 시장 가격에 근접

한 임대료나 전세금을 받는 충분한 공공 주택을 확보하

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물론 부동산을 통해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확보하

는데 혈안이 된 관료, 정치인, 언론인, 교수, 전문직업인 

등 한국 사회의 노블레스 층의 모럴을 감안할 때, 개발 

차익(불로 소득)을 국가와 나눠먹기를 넘어선 제도. 정

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독재자 박정희, 전두환에게는 

부동산 제도, 정책에 관한 한 리콴유의 길은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토론자가 볼 때, 한국 전쟁이후 토지,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문제는 정치인, 관료 등 

공무원이 선의로 실시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시

장의 실패' 탓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개발 정보를 

먼저 알거나 각종 지목, 형질, 용적률 관련 규제권을 쥔 

존재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은밀한 약탈공작의 성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 경

지(대지), 인구 구조, 도시화율, 수도권 집중 수준, 그리

고 만성적 인플레이션과 금융권의 대출행태 등 공공정책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지난 

50여 년간 남한에서 가장 실패한 공공 정책은 토지․주

택의 소유, 공급에서 과도한 민간의존, 시장의존 정책이 

아닐까 한다. 반면에 북한의 그것은 식량, 에너지 자급

2. 공평한 삶을 위한 소득 

‘부동산 사회, 자산격차와 노동소득’

발표 / 손낙구(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

토 론 문 

김대호 /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부동산 문제는 크게 현상, 원인, 대책으로 나눠서 

접근한다. 현상은 대체로 부동산 관련 다양한 통계적 현

실과 부동산 문제와 연결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

상의 상호관계를 다룬다. 원인과 대책은 단기(미시), 장

기(거시), 근본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손낙구의 글은 

짧은 글이지만 한국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현상)을 잘 

집약하였다. 깊이 공감한다. 주로 현상 분석에 치중한 글

이기에 큰 이견이 없다. 통계와 관련해서는 사소한 이견

은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옥에 티 찾기 수준이다. 몇 

개의 티를 제거하여 더 빛나는 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의 몇 개 티를 지적하자면 이렇다.

  토지 소유의 집중도를 따질 때 면적은 크지만 가격

은 그리 높을 수 없는 ‘농지’ 문제를 별도로 분리하고, 주

택 소유 집중도를 따질 때 미분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건설업자의 소유로 된 수천, 수만 채의 주택도 통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그리고 조사 기관에 따

라 상이한 ‘가계 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의 비율’에 대한 

통계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나, 아니면 한국 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포착한 통계를 제시했으면 한다. 토론

자가 볼 때 가장 눈에 거슬리는 ‘티’는 글의 구조가 부동

산 관련 심각한 불의를 줄기차게 지적해 놓고 대책은 주

거복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강에 비유하면, 강 중상류의 문제 즉 부동산 관련 정

치사회적 불의를 주요하게 지적해 놓고, 대책은 하류 대

책 즉 주거 복지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최상류층

과 중산층이 주요한 행위자였던 한국 부동산 문제에서 

주거복지 문제는 그리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낮게 가볍게 취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상류의 

문제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뒷북 대책

이 아니라 앞북(?) 대책을 논의 하자는 것이다.

  토론자는 2010년 현재, 제 4차 부동산 파동의 극

점을 지나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진정, 소강 국면에서

는 극심한 후유증 수습 및 5차 파동 방지를 위해, 문제

의 미시(단기), 거시(근본) 원인 및 대책으로 논의의 무

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

에서 한국 전쟁이후 대략 4번 정도 있었던 부동산 폭등

과 후속 대책을 개괄 해 볼 필요가 있다.

  1차 파동은 1966~68년경으로 경부고속도로 개

통에 따른 강남 개발 여파로 생겼다. 1966년 초 평당 

200~400원하던 말죽거리 일대 땅값은 1968년 말 평당 

6,000원으로 폭등했다. 이로 인해 1968년 초부터 [부

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이 발효되었다. 서

울・부산과 경부고속도로 좌우 4km 내 토지에 대해서

는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

는데,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2차 파동은 1973~79년경으로 서울 강남 일대가 

주도하였다. 1973년 평당 3만원 하던 신사동 땅값은 

1974년 7만원, 1975년 10만원을 거쳐 1979년 40만원

으로 올랐다. 대책은 1978년에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

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양도세, 법인세, 특별부

과세 형태로 개발 이익을 일부 환수한다는 것이 요지였

다. 역시 불로소득을 국가와 부동산 소유(매매)자가 적

당히 나눠 먹자는 발상이다.

  3차 파동은 3저 호황 직후이었고, 전국적인 현상

이었다. 1988, 89년은 두해 연속 토지가격이 30% 가량 

상승하였고, 1990년 20%, 1991년에도 10% 넘게 상

승하였다. 전체적으로 노태우 정부 하에서는 토지가격

은 평균 18% 가량이 상승하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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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을 포함한 폐쇄적 자립경제 전략과 과도한 국가(당) 

의존 전략이 아닐까 한다. 생뚱맞게 북한을 언급하는 것

은 향후 통일을 염두에 두었을 때, 북한 사회가 가진 몇 

안 되는 합리적 핵심이 부동산 소유 제도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제반 요인; 특히 인구. 

세대 구조, 20~30대의 소득. 일자리 수준, 대도시 및 수

도권 집중의 한계, 광역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제 한국은 인플레이션만 일어나지 않는

다면, 부동산 문제는 지난 45년과는 다른 국면에 진입했

다고 보아야 한다. 몇 년이 아니라 몇 십 년간에 걸친 구

조조정 국면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지난 45년과는 기조

가 많이 다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예컨대 ‘하

우스 푸어’ 대책, 늘어나는 1인 가구 대책, 늘어나는 전

원생활 대책, 지나친 고층화(고밀개발) 대책, 대도시 상

가 임대료 적정화 대책, 취득세와 등록세에 크게 의존한 

지방재정 대책 등이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막아 온 제반 제도. 정책도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갈아타기 등 자

체적인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부동산 문제를 접근할 때는 남북통일, 저탄소

녹색 주택, 미래의 생활방식과 문화 등을 염두에 둔 담

대한 정치적 상상력도 필요하고,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

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에 대한 논

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북한의 부동산 제도를 어떻게 설계 할 것인가, 북한 제

도의 영향을 받는 남한의 부동산 제도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 복지 

또는 극빈층 대책을 넘어서 부동산 관련 정의와 지속가

능성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옥인 콜렉티브(Okin Collective)

워키토키 Walkie Talkie

지역탐사

옥인 콜렉티브 지역탐사 프로그램_ ‘워키토키 Walkie Tal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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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인 콜렉티브(Okin Collective)

망명

모든 유리들이 깨지고 바닥시멘트를 부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정겨운 시간축적으로 보이던 꽃병, 

항아리, 접시, 컵들이 모두 내동댕이쳐져 눈 깜짝할 사이 연약하게 깨져버리고 날카로운 날을 세우는 

조각들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한 순간에 언제 깨지고 부셔져 버릴지 모르는 신세가 된 그 물건들과 나, 

나는 망루에 오르더라도 이 아이들은 망명시켜야겠다. 그렇게 문래동으로의 망명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옥인콜렉티브_김화용, 연약한(fragile) 그들의 망명 이야기(fug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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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격차해소와 

학습권  

언제나 어디서나 개발 중인 이 도시에서는 견고할 것 같던 공간(firm)도 단 한 번의 사형선고에 의해 

두려움(fear)에 떠는 연약한(fragile) 그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일들은 동시대 이 도시를 사는 이들이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다.

2007년 9월 서울시 종로구의 옥인시범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서울이라는 땅에서 처음으로 홀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자 햇빛을 볼 수 있는 지상의 작업실을 얻게 된 기쁨을 잠깐이지만 누리게 

된 것이다. 이 사형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시내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인왕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한적한 산속에 들어온 것 같은 위안을 주는 이 신기한 사각지대 같은 곳에 난 흠뻑 빠져들고 있는 

찰나였다. 

한강르네상스사업 계획에 따라 한강변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인 마포 용강시범아파트와 서울의 디자인 

거리 정책과 맞물려 광화문 경복궁과 청와대를 가까이하는 서촌지역의 인왕산 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역인 

종로 옥인시범아파트가 철거되기로 결정되었다. 제대로! 잘! 녹지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떠나기 

싫은 곳이지만 지도상으로 보아도 인왕산 중턱을 가득 침범해서 지어진 이곳이 철거되는 것이 맞다 

생각했다. 마치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을 읊조리는 사람마냥. 하지만 이 철거결정의 

사형선고가 아파트라는 공간의 사라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주거권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하찮게 짓밟히는지 직접 체험하게 되는 선고가 될 줄은 미처 그때는 몰랐다. 난 그 후로 2년이 다 되는 

시간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일들을 내 몸으로 직접 겪는 롤러코스터에 탑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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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를테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교육에 대한 지원 정도에

서 차이를 보이게 되며, 이러한 교육적 지원의 차이가 성취도와 교육기회의 획득에서의 불평등으로 전수

된다. 그 결과 부모의 경제자본의 영향력이 자녀의 교육기회의 양적, 질적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이동성이 비교적 활발했던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공정한 사회적 계

층상승의 통로로 작용한다고 여겨졌지만 실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양한 교육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

를테면 1960년대 초의 국내 연구에 따르면,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사회계층과 학업성취간의 상관계수는 

.36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김기석, 2005). 2004년 초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사회대 입학생 분석90에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김광억, 

2004). 또한 학생들의 성취도(수능성적)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 결과, 아버지의 학력, 부모의 소득,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어 왔다(김경근, 2005). 이

를테면 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계소득과 수학능력시험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도농 간, 지역 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계층 고착화가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경향

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이나 학교발전기금 모금 등에서 심한 격차가 발생하

며 이는 결국 공교육비의 격차심화, 교육환경의 격차심화로 이어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

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고등학교의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한 연구(강영혜 외, 2004)에서도 도・농간의 심

각한 격차는 그대로 확인되었다. 지역규모 단위로 비교한 결과, 도시와 농촌 간에는 교육의 투입과 산출 

모든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었다. 

사회적 양극화의 진행으로 가정해체와 결손가정이 늘고 있는데,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학생(초, 

중학교)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들에 비해  가정의 교육지원과 문화 활동에서도 눈에 띄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소재 지역의 소득 수준에 따라 방과 후 보호자 유무의 차이가 현격하며, 부모와 

책이나 신문 읽기, 부모와 자연이나 문화 체험하기, 부모와 도서관이나 박물관 가기 등의 활동 면에서 지

역차가 뚜렷하다(이혜영 외, 2004:21-32).  부모 외 보호자 집단의 경우 일반적인 지원활동과 사교육비 

지출 모두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비 지원의 경우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1><표2> 참고).

<표1 > 부모 외 보호자 여부에 따른 교육지원 차이(초등학교)

변인 집단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부모의 교육지원활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  10319  35.73  7.46 9.472**

 부모외 보호자  362  31.37  8.65

90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김광억교수팀)이 지난 34년간 서울대 사회대 9개학과에 입학한 학생 1만2538명의 학생카드 기대사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고학력층이 모여 사는 강남 8학군은 입시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합격생들을 지속적으로 배출, 고학력 부모 아래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자녀가 다시 명문대에 진학하는 ‘세습현상’이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전체의 전국대비 입학률은 1.5배 내외를 기록했지만 강남 8학군의 학교는 2배에서 3.5배까지 사이를 꾸준히 유지, 지방 뿐 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현격한 격차를 지속했다. 부모의 학력기록이 남아있는 자료로 분석한 연구결과 1975-2002년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 가운데 대졸학력 

아버지를 둔 학생은 5.8배로 증가했지만 아버지가 고졸미만인 학생은 90년대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같은 서울대 사회대에 입학했어도 

부모가 고소득-고학력인 학생들의 입학 후 성적이 비고소득층에 비해 높았다(김광억외, 2004).  

교육기회의 차별과 경제.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무엇부터 풀어야 하나?

성기선 / 가톨릭대, 교육학

1. 문제의 배경

교육격차, 교육불평등의 문제는 교육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핵심 

주제이다. 여기에는 상반되는 두 주장이 맞서왔다. 먼저 학교교육이 능력주의(meritocracy) 가설에 기초

해서 사회평등화를 실현해 줄 것이라는 기능주의적 교육관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가

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제한을 뛰어 넘어 개인적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을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해 

주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사회제도이다.  자유주의 개혁론자들은 이러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공교육제도

를 통한 사회적 선발기능이 사회적 불평등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적 계층이동을 활성화 하여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의 동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불평등 재생산론자들은 학교교육은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과 계급구조를 오히려 정당

화하고 다음 세대에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본가들의 이해관

계를 반영한다고 비판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사회평등화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을 제시하였다(김신일, 

2000).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

서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조짐이 강하게 나타남으로

써 학교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비판론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의 집중적인 교

육환경 개선 노력 등으로 교육기회의 불균형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역(도시와 농촌, 동일 

도시지역 내)간에 교육시설이나 교육여건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같은 교육의 질적 수준 측면 등

에서는 상당한 교육격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이러한 사교육 열풍은 잔존하고 있는 지역 간 

교육격차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 하고 있으며, 교육문제로서 그리고 나아가 사회문제로서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양극화의 개념 및 실태, 학교교육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육격차와 불평등의 

정도 실태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적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색해 보기로 한다. 

2. 교육격차 실태

가. 교육에 대한 지원도

교육과 사회양극화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학교교육 

관련 교육격차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이나 양극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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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학원 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직접적인 지원은 자녀의 학교 급이 오를수록 전반

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부모학력간 차이는 일정하게 나타난다.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계층 간 차이는 

교육지원활동 보다 크게 나타난다. 초등학생의 경우 중졸이하 부모집단은 9.24만원, 대학원 이상은 33.58

만원으로 최고 학력과-최저 학력 간 차이가 4.5배 정도라면, 고등학생의 경우 그 차이는 열배를 넘는다(중

졸 이하 부모집단의 경우 평균 2.97만원, 대학원 이상 집단은 34.27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  

<표 4> 부모학력에 따른 부모의 교육지원 차이

변인 집단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부모의 교육지원활동 중학교 졸업 이하 29.37 (8.06) 280.270** 27.80 (7.67) 395.95** 13.73  (4.24) 370.83**

 고등학교 졸업 33.92 (7.18)  32.39 (7.58)  16.20  (4.55)

 2년제 대학 졸업 36.04 (7.25)  34.89 (6.94)  17.64 (4.34)

 4년제 대학 졸업  37.93 (6.97)   36.77 (7.14)  19.16 (4.64)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 38.74 (6.90)  38.23 (6.95)  19.85 (4.51)

사교육비 중학교 졸업 이하 9.24 (20.14) 60.940** 5.86 (14.53) 183.13** 2.97 (24.74) 106.20**

 고등학교 졸업 16.31 (43.76)  10.69 (23.49)  7.57  (17.88)

 2년제 대학 졸업 20.90 (51.64)  14.72 (22.75)  13.82 (25.04)

 4년제 대학 졸업  26.80 (36.34)  20.84 (28.70)  21.13 (30.84)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 33.58 (54.30)  30.98 (44.09)  34.27 (129.77)

* p< .05, ** p<.01

*  직접적인 교육지원 활동은 5점 척도로, 과외비 부담, 진로상담을 위한 학교방문, 집안의 공부 분위기 조성, 입시정보 수집, 대학, 

학과 특성 논의, 자녀의 성적관리를 포함한 문항의 총점임. 

 *  사교육비는 각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기타)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합산하여 만원단위의 실제 금액을 분석단

위로 사용함.

이러한 교육지원에 따른 격차는 부모의 직업별, 도농 간에서도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를테면 직접적인 교육지원활동에서는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가 모든 급의 학교에서 가장 낮았으며, 사

교육비 지출의 경우도 초등학교(단순노무직 근로자)를 제외하면 농어업 종사자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

다. 고등학교의 경우, 부모의 교육지원활동 점수는 이전 단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서도 사

교육비의 지출에서 최고 전문직 집단과 농어업 부모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계층 간 교육기회의 격차 내지 불평등은 학교 교육 및 이를 둘러싼 부모의 

행위에서 보다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의 향유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다.  특히 학교공부 이외의 다

양한 문화적 체험과 소양이 한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미칠 수 있는 힘이 커지므로 계층에 따른 학생들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부모 학

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학생들의 문화 활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학생

사교육비 아버지 또는 어머니  12058  19.72  41.81 3.199**

 부모외 보호자  409  12.95  49.97 

* p< .05, ** p<.01

<표2 > 부모 외 보호자 여부에 따른 교육지원 차이(중학교)

변인 집단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부모의 교육지원활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  10351  33.56 7.86 9.002**

 부모외 보호자  554  30.09 8.88 

주요 교과 사교육비 아버지 또는 어머니  11345  14.05 26.49 41.661**

 부모외 보호자  3027  1.56 9.19

* p< .05, ** p<.01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 수준에서도 배경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중・

고 학생 모두,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부모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대체로 자녀에게 4년제 대학(4점)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해, 중졸 이하의 경우에

는 평균 3.96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모학력이 중졸인 경우 중학생 때에는 3.96, 고등학생은 2.84

로 4년제 대학 진학(3점)에 못 미칠 뿐 아니라, 학교 급이 오를수록 저학력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포

부가 확연히 낮아진다. 특히 고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저학력 부모와 고학력 부모 사이의 자녀 교육 기대 

수준은 전문대 미만과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으로 벌어져 계층별로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와 지원, 현실적 

도달목표에서 현격한 격차가 생기고 있다. 

<표 3> 부모 학력에 따른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 차이

변인 집단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부모의 교육 기대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3.96 (.97) 266.72** 3.90 (.91) 322.24** 2.84 (.91) 322.24**

 고등학교 졸업  4.44 (.94)  4.24 (.88)  3.11 (.88)

 2년제 대학 졸업  4.71 (.98)  4.54 (.94)  3.40 (.94)

 4년제 대학 졸업 4.86 (1.00)  4.70 (.98)  3.58 (.98)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 5.31 (.94)  5.17 (.96)  4.15 (.96)

* p< .05, ** p<.01

* 부모의 교육 기대수준은 총 6단계(중학교 졸업 1점, 고등학교 2점, 전문대학 3점, 4년제 대학 4점, 대학원 석사 5점, 대학원 박사 

6점)로 나누어 점수화하였음.

이러한 부모의 교육 지원을 직접적인 학업지원 활동 여부와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부모 학력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활동이나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  직접적인 지원활동과 사교육비 지출 모두 중졸 이하 집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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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13  3.14  .55 -1.77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71  3.29  .60 

냉난방/조명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13  2.78  .57 -1.32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71  2.90  .62 

교실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13  3.49  .70 2.33**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71  3.24  .72 

교재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13  3.60  .37 -.67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71  3.64  .34 

컴퓨터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13  3.06  .45 -1.93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71  3.20  .49 

도서관교재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13  3.30  .49 -2.46*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71  3.49  .53

미디어교재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13  3.23  .39 -1.97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71  3.36  .42

실험실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13  3.25  .45 -.05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71  3.26  .48

예체능실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13  2.88  .59 1.84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71  2.72  .62

시설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13 28.73 3.46  -.72

총점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71 29.13 3.75 

* p< .05, ** p<.01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관 교재에서는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가 30% 이상인 학교가 높

은 점수를 받았고, 교실 공간에서는 전문직 이상 종사자 학부모 분포가 30% 미만인 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학부모의 배경적 구성에 다른 학교 간 시설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표 �> 학부모의 직업 분포에 따른 학교 시설 격차(중학교)

변인 집단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건물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0  3.03  .55 -.81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6  3.11  .59 냉난방/

조명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0  2.70  .55 -.90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6  2.79  .52 

교실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0  3.16  .62 2.34*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6  2.92  .64 

교재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0  3.57  .29 .59

들의 문화 활동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 활동은 문학작품 읽기, 영화나 비디오 시청, 미술

관 또는 박물관 견학, 고전 음악회 또는 오페라 관람, 대중가수의 콘서트 관람, 연극 뮤지컬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전통음악이나 민속공연 관람 등을 각 항목별로 5단계(전혀 하지 않음 1점, 1년에 몇 회 2점, 1

달에 1회 3점, 1달에 몇 회 4점, 1주에 몇 회 5점)로 점수화하여 합산하였다(<표5> 참고). 이러한 문화 활

동의 차이는 직업, 도농 간에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5> 부모 학력에 따른 문화 활동의 차이

변인 집단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평균(표준편차) F 평균(표준편차) F

문화활동 중학교 졸업 이하 15.64 (4.79) 123.45** 14.49 (3.71) 136.12**

 고등학교 졸업 17.29 (4.94)  15.50 (3.84)

 2년제 대학 졸업 18.10 (5.09)  16.15 (3.88)

 4년제 대학 졸업 18.99 (4.74)  16.92 (4.06)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 19.86 (4.77)  17.64 (3.96)

* p< .05, ** p<.01

나. 학교 교육시설(교육조건)

만약 동일한 학교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이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별, 

계층별로 학교의 질적 수준이 차이 난다면 진정한 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를테면 거주지 인

근지역의 학교에 배정을 받아 다니게 될 경우, 타 지역 학교에 비해 다니는 학교의 시설, 재정, 교사의 질

적 수준 등이  열악하다면 그것은 평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process)이 양적

으로, 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만 교육평등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학교간의 시설과 환경의 격차 가 

최소화되도록 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는 법적으로 규정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

어 이러한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교육격차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간 

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역차별적 지원도 있어 교육과정의 불평등이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단위학교 학부모들의 직업수준으로 비교해 본 공교육 여건의 평등 수준은 예상을 빗나

가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배경적 조건에 따른 학교시설의 차

이가 적은데 비해 고등학교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냉난방과 조명, 교재, 컴퓨터, 

미디어 교재 등에서 전문직 학부모의 비율이 높은 학교가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실 공간의 경우, 

전문직 부모가 30% 미만인 학교가 더 낫게 나타나는데, 이는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이 포함된 결과 

여유 공간 면에서 점수가 올라간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학부모의 직업 분포에 따른 학교 시설 격차(초등)

변인 집단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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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8  2.79  .32 -1.29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4  2.85  .28 

예체능실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8  2.80  .36 -1.24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4  2.87  .30

교과교실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8  2.60  .35 -1.37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4  2.69  .36 

시설 총점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8  27.42  2.78 -2.52*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4  28.64  3.01

* p< .05, ** p<.01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인 학교에서 냉난방, 조명, 교재, 컴퓨터, 미디어 교재

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시설 총점에서도 유의미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계열별로 보면,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30.53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와 일

반계 고등학교 간에는 시설 점수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좋은 학교시설에서 공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표 9> 참고).

<표 9>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고등학교 시설 차이

변인 집단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시설 총점 실업계  69  27.27 2.68 7.46**

 일반계 121  27.64   2.81  

 특수목적고  12  30.62  3.00

* p< .05, ** p<.01

다. 학업성취도 및 대학진학률(교육결과)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가정배경,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10>은 수

학점수를 기준으로 학교수준별, 배경별 성취도 격차를 제시한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백분위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수리 영역 변환점수이므로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단순비교하

기에는 힘들지만 성취도 격차의 대략적인 실태는 확인 가능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초등에서부터 고등학

생까지 모든 수준의 학생집단에서 학업성취도는 가정배경에 따라 뚜렷이 차이나고 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 직종 종사자일수록,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 거주자들일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 가정배경, 지역 별 초-중-고 수학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6  3.54  .23 

컴퓨터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0  3.17  .43 .74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6  3.12  .34 

도서관교재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0  3.19  .41 -.56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6  3.23  .38 

미디어교재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0  3.11  .34 .34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6  3.09  .32 

실험실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0  3.13  .39 .92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6  3.07  .35 

예체능실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0  2.99  .49 1.78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6  2.85  .41

교과교실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0 2.79  .46 1.17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6  2.70  .41 

시설 총점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0 30.92  3.69 .82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6 30.43 3.29

* p< .05, ** p<.01

중학교의 경우 학교시설 면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다만 교실 공간에서 전

문직 이상 학부모 30% 미만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골학교들이 포함되어서 나타나

는 효과로 보인다.

<표 8> 학부모의 직업 분포에 따른 학교 시설 격차(고등학교)

변인 집단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건물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8  2.64  .43 -1.36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4  2.74  .49

냉난방/조명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8  2.32  .37 -4.64**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4  2.62  .43

교실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8  2.77  .43 -.41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4  2.80  .44 

교재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8  2.95  .32 -3.09**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4  3.12  .31

컴퓨터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8  2.99  .37 -3.25**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4  3.19  .29

도서관교재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8  2.88  .29 -1.63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4  2.96  .37

미디어교재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미만  158  2.71  .25 -3.07**

 전문직 이상 종사 학부모 분포 30% 이상  44  2.8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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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7  87  42  9  255 213.09**

   (45.9)  (34.1)  (16.5)  ( 3.5)  (100.0) 

  (28.9)  (20.8)  (10.9)  ( 5.9)  (18.7)

 중학교 졸업  145  122  79  17  363

   (39.9)  (33.6)  (21.8)  ( 4.7)  (100.0)

  (35.8)  (29.1)  (20.4) (11.2) (26.6)

 고등학교 졸업 116  173  175  66  530

  (21.9)  (32.6)  (33.0)  (12.5)  (100.0)

  (28.6)  (41.3)  (45.2)  (43.4)  (38.9)

 2년제 전문대학 졸업 6  10  14  6  36

   (16.7)  (27.8)  (38.9)  (16.7)  (100.0)

  ( 1.5) ( 2.4) ( 3.6) ( 3.9) ( 2.6)

 4년제 일반대학 졸업 18  24  66  42  150

  (12.0)  (16.0)  (44.0)  (28.0)  (100.0)

  ( 4.4)  ( 5.7)  (17.1)  (27.6)  (11.0)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  3  3  11  12  29

  (10.3)  (10.3)  (37.9)  (41.4)  (100.0)

  ( .7)  ( .7) ( 2.8) ( 7.9) ( 2.1)

 계 405  419  387  152  1363

  (29.7)  (30.7)  (28.4)  (1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 .05, ** p<.01

<표 12> 부모 직업별 대학진학의 차이

  대학 진학    계 X2

  미진학 전문대학 지방소재 4년제 대학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사례 수 사례 수 사례 수 사례 수 사례 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부모 직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 전문가  10  14  47  35  106 126.79**

  ( 9.4)  (13.2) (44.3)  (33.0)  (100.0)

  ( 2.9) ( 3.8)  (13.3)  (25.2) ( 8.8)

 준전문가 / 사무직  31  45  60  30  166

  (18.7)  (27.1)  (36.1)  (18.1)  (100.0)

  ( 9.0)  (12.3)  (17.0)  (21.6)  (13.8)

 서비스, 판매 근로자  67  66  66  23  222

  (30.2)  (29.7)  (29.7)  (10.4)  (100.0)

부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3.97  (25.74)  36.46  (26.65)  48.51  (8.74)

 고등학교 졸업  43.20 (27.40)  47.26  (27.49)  51.55  (10.47)

 2년제 대학 졸업  46.74 (27.23)  55.57  (27.18)  55.51  (11.99)

 4년제 대학 졸업  54.93 (28.18)  61.70  (26.80)  59.31  (12.84)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  58.65 (28.81)  68.43  (24.69)  64.00  (13.83)

 전체  47.83  (28.40)  50.75  (28.41)  53.83  (12.02)

부모 직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 전문가  53.54  (28.75)  58.26  (28.09)  58.99  (13.39)

 준전문가 / 사무직  51.73  (27.98)  57.17  (27.38)  56.59  (12.42)

 서비스 판매 근로자  46.59  (28.10)  50.97  (28.01)  53.09  (11.24)

 농업, 어업 숙련 근로자  43.62  (28.13)  43.17  (27.41)  49.08  (9.23)

 기능근로자 /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45.34  (27.56)  48.59  (27.65)  52.40  (10.82)

 단순 노무직 근로자 / 기타  43.36  (28.09)  45.86  (28.15)  51.12  (10.51)

 전체  48.64  (28.42)  51.64  (28.32)  54.19  (12.09)

지역 서  울  49.29  (29.70)  52.09  (28.84)  55.49  (12.41)

 광역시  47.84  (28.05)  52.41  (27.69)  57.51  (12.72)

 중소도시  50.77  (28.41)  53.05  (28.57)  55.10  (12.00)

 읍면지역  43.81  (28.10)  45.45  (28.45)  47.60 (8.18)

 전체  47.19  (28.51)  49.78  (28.58)  53.99  (12.06)

이러한 성취도의 격차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이행 시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6차년도 자료에 기초하여 실시한 분석에 의하면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미진학율이 40%를 넘으며(초등 졸: 45.9%, 중졸:39.9%)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은 3-4%이다. 

반면 대학원 이상 학력부모의 경우 서울 소재 4년대 대학 진학률이 41.4%를 보여 중졸이하 부모를 둔 경

우의 10배에 이른다. 대학 진학률 및 진학양상의 차이는 부모의 직업배경을 통해 보아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부모가 고위 전문직인 경우, 서울소재 4년제 대학진학률이 33%(미진학은 9.4%)인데 비해 단순노

무직의 경우 서울의 4년대 진학은 8.6%, 미진학은 42%이다. 소득 면에서도,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의 가구주 소득은 월평균 246만원으로 다른 집단(전문대:146만원, 지방 4년제 대학: 190만원)에 비해 매

우 높았다. 이는 현행 대학입시 체제 아래서 지위 획득의 경쟁력을 가진 상위권 대학의 진학기회가 부모

의 배경조건에 따라 차별화 되며, 이는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교육경쟁을 통해 계층이 재생산될 가능성

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11> 부모 학력별 대학진학의 차이

  대학 진학    계 X2

  미진학 전문대학 지방소재 4년제 대학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사례 수 사례 수 사례 수 사례 수 사례 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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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먼저 공교육의 내적 충실도를 제고시켜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내적 충실도를 끌어올려 가정배경이 열악한 학생들일지라도 자신의 능력과 노

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누구나, 어떤 조건의 사람이나 타고

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공교육이 제자리를 확고하게 잡아주어야 한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사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교육과 사회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교육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부진아에 대

한 지도를 강화하고, 결손 가정 자녀에 대한 공적 지원을 늘려나가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결핍을 

보완할 공적 장치를 확립(방과 후 학교의 확대 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실정과 수요에 맞는 방

과 후 프로그램의 운영을 다원화(부모 교육의 내용과 방식, 대학생 자원봉사와 근로장학 제도의 연계 등)

하여 가정의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둘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교육평등의 시각에서 

볼 때 교육기회, 교육조건의 평등이 실현된 후에는 교육의 결과평등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으로 불이익을 받는 다양한 집단에게 교육기회와 삶의 기회를 일정 비율 확보해 주는 적극적 평등 정책

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소외계층의 교육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들이 활성화되고 확대되어 나간다면 가정

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교육

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모델의 추진체제,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농복합

지역, 농산어촌의 교육복지 정책 모델 개발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교육기회의 사회적 형평성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격차는 

현실적으로 학력 격차와 이른바 주요 대학 진학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미국의 “뒤처지는 아이들을 없

게 하자”(No Child Left Behind) 는 법안과 프랑스의 우대정책에서도 학업성취도는 주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향상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단기적인 투자를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

는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실증적인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부모의 경제력과 문

화자본의 차이 등은 수학능력시험과 다양한 적성 평가 영역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엄연한 차

이를 공교육 분야에서 최소한의 형평성을 보장해 주는 수준에서 줄이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이러함에

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자한 결과를 학업성취도로 산정하여 책무성을 묻게 될 때 학교 운영은 학력신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우선 지역, 계층 간에 구조화 되어 있는 교육격차에 대해 발생 요인을 줄여나가

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한만중, 2006). 저소득층에 대

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득 연동 학자금융자제도(income-contingent student loans)

로의 연계 발전이 일어나도록 하여 가정의 지원도에 의해 결정되는 대학교육의 기회가 능력에 기초한 배

분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 및 가정의 사회자본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적 열

악성을 극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이상의 사회적, 문화적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산어촌의 학교의 학생들 중 상당수는 결손가정

의 아이들이 많고, 가정 내 사회자본이 매우 부족하다. 콜만(J. Coleman)이 언급하였듯이 사회자본이 부

   (19.4)  (18.1)  (18.7)  (16.5)  (18.5)

 농업, 어업 숙련 근로자  38  39  24  8  109

   (34.9)  (35.8)  (22.0) ( 7.3)  (100.0)

   (11.0)  (10.7) ( 6.8) ( 5.8) ( 9.1)

 기능근로자 /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131  149  128  29  437

   (30.0)  (34.1)  (29.3) ( 6.6)  (100.0)

   (38.0)  (40.8)  (36.3)  (20.9)  (36.4)

 단순 노무직 근로자 / 기타  68  52  28  14  162

   (42.0)  (32.1)  (17.3) ( 8.6)  (100.0)

   (19.7)  (14.2) ( 7.9)  (10.1)  (13.5)

 계  345  365  353  139  1202

  (28.7)  (30.4)  (29.4)  (11.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 .05, ** p<.01

<표 13> 대학 진학 집단별 가구주 월평균 소득의 차이

변인 집단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가구주 월평균소득 미진학  345  131.16  106.21 29.79**

 전문대학 진학  369  146.22  115.52

 지방 4년제 대학 진학  352  189.67  131.25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  139  246.75  234.06

 전체  1205  166.20  141.38

* p< .05, ** p<.01

 3. 교육격차와 사회 불평등 해소 방안

이상에서 세 가지 수준에서의 교육격차에 대한 간략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 학교의 교육시설, 학업성취도와 진학결과에서의 격차를 가정배경, 지역의 변수에 따라서 고찰

했다. 우리나라의 교육격차 정도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높은 교육열로 인해 전 

계층과 지역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고 바라는 정도는 고르게 높은 편이며, 학교교육

을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들을 함께 기울

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격차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최근에 오면서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교육에 대한 지원과 지역 간 계층 간 교육환

경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한국사회가 계층 불평등의 고착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

려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격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사회 불

평등의 심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해 나갈 필요는 있다. 이러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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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면 경제자본과 인간자본이 풍부해도 그것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

를 농산어촌의 학교 상황에 비추어보면 농산어촌의 학생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우수한 교

사가 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믿고 의지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학생들의 자기 성장과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

이 가능하다. 따라서 목표의식, 자아 존중감, 학습의욕 등의 부재로 무기력한 생활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삶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의 

사회 자본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건강한 가정의 복원과 함께 학교가 교수-학습을 중

심으로 하는 체제(teaching & learning system)로부터 교수-학습에 다양한 돌봄 기능이 결합된 에듀케어

링 체제(edu-caring system)로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성기선 외, 2009).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사회 체제 구축. 제도교육에서 일어나는 교육결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한 장치의 하나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이를테면 독학사제도,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과 

같은 정규교육을 보완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의 요구를 적극

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적자원의 개발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테면 패자부활이 가능한 체제를 평생학습체제에서 만들어나가

야 한다. 

최근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흐름 속에서는 자칫 이러한 교육격차

의 심화 문제를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있다.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원리를 공교육 장면에서 강조하고, 개

인 수준의 선택권을 강조하게 된다면 사회적 형평성은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현재의 

시점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향후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는 점

에서 파급효과가 장기적일 수 있다. 현재의 교육격차와 불평등의 정도를 방치하게 된다면 점차 한국사회

는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계층의 고착화가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능력에 기초하여 선발이 공정하게 일어나고 누

구나 삶의 기회 획득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열린사회, 개방사회, 평등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는 다양한 교육격차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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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청소년91의 

교육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송연숙 / 무지개청소년센터92 연구개발팀장

I. 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의 증가와 더불어 북한이탈 주민이 급격

히 증가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

다. 행정안전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9년 5월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1,106,844명이며(08년 891,341

명 대비 24.2% 증가), 그 중 외국인 주민 자녀는 107,689명(전체외국인 주민의 9.8%)으로 ‘08년도 대비 

49,682명(85.6%)이 증가하여, 외국인 주민 중 전년 대비 가장 급증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 현재 북한이탈 주민은 17,678명이고 자녀는 약 3,600명이다(2009, 통일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수가 

한국인으로서의 적응을 위한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지원 이거나 혹은 특정 대상에 지원이 집중 되어 외국

인근로자 자녀 등 많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 및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

황과 이들의 사회통합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I I. 이주배경 청소년의 현황   

1.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현황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101,556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4월 현재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30,040명으로 2009년 4월 24,745명

에 비해 20% 증가했다. 대부분이 초등학교(78.5%)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고 있으나 중등단계의 

진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90%이상을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6,688(2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888명(12.9%), 전남 2,712명(9%), 경남 2,157명

(7.2%)순이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부모의 출신국 별 분포는 일본, 필리핀, 중국 등으로 나타났다. 

91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는 ‘본인의 이주경험 또는 부모가 이주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이주배경 청소년(migrant backgrounds youth)’으로 

정의하고, 다문화청소년(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및 기타 이주민(국내 입국 외국인 유학생 및 그 자녀, 난민 자녀 등)을 포괄하고 

있다. 

92　무지개청소년센터는 2006. 4. 여성가족부(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종합지원 및 관련 정책개발,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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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과 2010년 4월 현재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1,748명(09년 대비 37.6% 증가)을 제외한 약 22,00여 명의 

학령기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들은 신분상의 불안으로 입학을 기피하거나 학교생활이 불안정하다.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도 대부분 초등학교(62.8%)에 

재학하고 있으며, 중등단계의 진학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776명(44.4%)명으로 가

장 많고 경기도 527명(30.1%), 인천 168명(9.6%), 대전 150명(8.6%)순이며, 부모의 출신 국별 분포는 중

국, 몽골, 일본 등이다. 

<표 2>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 재학현황 (단위: 명, %)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995  352  227  1,574 

2006 1,115 12.0 215 △39.0 61 △73.1 1,391 △11.6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2008 981 29.9 314 △19.7 107 69.8 1,402 15.9

2009 834 △15 307 △9.8 129 20.5 1,270 △9.5

2010 1,099 62.8 446 45.2 203 57.3 1,748 37.6

* 자료: 2010. 4.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3.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

1953년 휴전이후 북한에 남한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북한이탈 주민은 2009년 11월 현재 

17,678명이다. 1998년까지 약 45년 동안 남한으로 입국한 사람은 947명이며 대부분 정치적 이유로 북한

을 탈출한 경우다. 이들 중 대부분은 20~30대 남성이며, 10세 미만의 아동은 전혀 없었다(2008, 이수정). 

2002년부터는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규모가 1000명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그 이전과는 달리 여성의 입국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단위의 이주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1월 현재 6세~24세의 북한이탈 청소년은 2,775명이며, 이중 1,418명이 전국 485개 초・중・고

에 재학하고 있다(2009, 교육과학기술부). 이는 2009년도 1,143명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이다. 대부분 

초등학교(775명, 54.6%)에 재학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71.3%가 서울(487명)・경기(381명)・인천(144명)

등 수도권지역에 밀집해 있다.      

<표 3> 북한이탈 청소년 정규학교 재학현황 (단위: 명, %)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8 495  288  183  966 

2009 562 13.5 305 5.9 276 50.8 1,143 18.3

<표1>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재학현황 (단위 : 명, %)

연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05 38.9 760 84.0 18,769 39.6

2009 20,632 30.5 2,987 35.5 1,126 48.1 24,745 31.8

2010 23,602 14.4 4,814 61 1,624 44.2 30,040 21.4

 * 자료: 2010. 4.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93, 언어장벽(한국어 미숙),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

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의 학교취학률이 초등학교(85.5%), 중학교(83.7%), 고

등학교(69.9%)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현저히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한국인 아

버지와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입국하거나 외가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한국사회에 들어오는 다문화가정 

동반 중도입국 청소년이 증가94하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은 한국어 미숙 등으로 학교 편입학이 어렵거나, 

학교에 편입한 경우에도 나이와 학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제한된 교우관계  및 정체성 혼란 등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규학교 재학률도 47.4%로 현저하게 낮다(2010,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의 동반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들은 F-1(방문동거)비자를 받기 때문에 단지 한국사회에 체류하는 

것만 허용된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

다(2010, 성상환).

2. 외국인 근로자가정 청소년

고용허가제 하에서 합법적으로 한국에 취업하는 기간 중에 가족 동반은 금지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들은 관광이나 다른 상용비자를 가지고 부모와 함께 입국하거나 혹은 부모가 먼

저 한국에 와 있는 경우에는 친척이나 아는 사람과 함께 입국한다. 이들 청소년들은 입국 후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초과체류를 하게 된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라고 

볼 수 있다.95 2009년 3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취학연령대(7세~18세)의 외국인근로자 자녀는 31,635명

(2008년도 대비 3,791명 증가, 13.6%)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 7,400명(08년 9

93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52..9%,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13.7%에 불과하였으며, 

2009년도 조사결과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38.4%)이 가장 많고, 저소득층인 100만원 미만(21.3%)으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09, 보건복지가족부).

94　동반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지만 약 3,600여명(2009,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이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에서 10,000명(2008, 법무부 국감자료)까지 추산하고 있다.

95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현재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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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지원과 교사연수, 다문화교육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에 「다문화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수 재학

하고 있는 학교를 거점센터(‘09, 42개교)로 지정,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학부모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대・사대 재학생96 등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방 후 활동(한국어 및 기초교과지도, 

생활・학습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학생들의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학부모 

연수 및 자녀지도 자료, 학교생활 안내 책자 등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17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중 언어(52개 센터) 및 방문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통해 동반 중도입국청소년의 초

기적응(한국어 및 편입학지도, 교우관계, 정체성 등) 지원 및 다문화청소년 밀집지역(5개 지역)을 중심으

로 지역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특성 및 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중 언어, 진로탐색 및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등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개발과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정책과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지만 학교 내에서의 방치 및 교육 소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고 있다. 

위 법에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구성된 가족,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자로 구성된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교육지원 정책은 200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재

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의 개정으로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본 시행령 개정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보호하는 자녀 도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

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고하여 그 

이전의 ‘거류신고증을’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로 용어 변경에 의한 개정으로 정책의 변화는 없었다.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한테도 한국의 어린이 동등한 교

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우리정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으며, 2006년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9�(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의 재개정을 하였으나 이는 「전자정부 구

96　교대・사대에 다문화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예비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09년 10개교 → 10년 20개교로 확대).

97　제19조(외국인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보호하는 자녀 도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06.12. 개정>

2010 775 37.9 297 △2.6 346 25.3 1,418 24

   * 자료: 2010. 4.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규학교 재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는  연도별 

중도 탈락률이다. 2008년도부터 중도탈락률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07년도 대비 4% 이상 

감소) 여전히 남한의 일반청소년의 0.96에 비하면 6배 이상 높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10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학교 진학 못지않게 교육과정을 무사히 이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

하다(2009, 윤상석). 또한 남북한 학제차이, 제3국 체류기간 등으로 인한 학습 공백기간, 동급생보다 나이

가 많은 문제 등으로 인해 73%정도가 학업성취도가 낮으며, 학령기 북한이탈 청소년 10명 중 2명은 학교

밖에 있다.

<표 4> 북한이탈 청소년 중도탈락률 (단위: 명, %)

구분  초 중 고 계

2007 07년 4월 재학생수 341 232 114 580

 중도탈락생 수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2008 08년 4월 재학생수 495 288 183 966

 중도탈락생 수 7 26 26 59

 중도탈락률(%) 1.4 9.0 14.2 6.1

I I I.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1.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정부는 2006년 4월 ‘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정책’ 및 2006년 5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 2007년 7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정 및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에 이르

기까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 보육・교육) 제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구성

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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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한국에서의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착과 통합의 문제는 ‘민족통일’을 주요한 과제로 삼는 한국

사회가 갖는 독특한 정치적 위치 때문에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 등과 구별되어 

논의되어져 왔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입국 후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 등 다른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는 없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교육지원은 통일부와 교과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 통

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업무의 주관부처로 북한이탈 주민 정착시설인 하나원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

탈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입국 후 탈북동기, 입국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하나원에서 

12주간의(3개월)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하나원내 하나둘학교에서 

기초 교과교육 및 심리정서 지원을 받는다.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교과부의 주된 정책은 교육지원과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이다. 교과부

는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학력심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감이 인정

하는 각 급 학교의 심의를 통해 하나원 퇴소 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

여 정규학교 편입학이 결정되며, 학력인정의 기준은 학력, 북한 및 제3국에서의 수학년수, 나이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설립(2006년)을 지원하여 통일부

와 함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 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업결손 보충 및 적응지원을 통해 일반 정

규학교로의 편입을 지원하고 무연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중・고등학교 통합형 기숙학교이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정책

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

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입국초기부터 지역사회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즉 입국초기단계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에 교사 5명을 파견하여 이들의 생활지도 및 심리・정서적 지원, 남북한문화 비교체험 학

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초기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 밀집지역에 거점센터를 운영

하여 사례관리 및 거주지 방문교육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역

량개발을 위해 리더양성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IV. 나오며

이상의 이주배경 청소년 및 관련 교육지원 정책 현황에 기반 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안해 본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이 한국어교육과 학습지원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표1>에서와 같이 중등단계로 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학습지원 

외에 진로교육, 정체성 강화 등 청소년의 발달기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한 중도입국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없으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제도권 

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개정으로 일선학교에서는 미등록 외국

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학교 입학과 관련된 서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받아 들여져 오히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입학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2010, 신혜영).  

법무부는 ‘2006년 4월 5일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이 설치된 oo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다

니던 하영광 학생의 엄마 야무나(37・스리랑카)씨가 하굣길 아들을 마중 나왔다가 학교 앞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붙잡힌 사건’을 계기로 2006년 8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의 자녀가 학기 중에 출국하게 될 경우 학습단절이나 귀국 후 부적응으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

해할 우려가 있어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아동 및 그 부모

에 대해 일정기간 특별체류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의 『초등학교 재학 불법체류 아동에게 한시적 특별체

류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교과부는 2008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의 개정을 통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가

정 청소년의 편입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즉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만으로 입

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전입학은 여전히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미등록외국

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입학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1월 국가인

권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에 규정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정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관련

절차를 ’중학교‘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0년 7월 현재 이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발표되지 않

고 있다.

<표 5>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 정책 추진경과(2010, 신혜영) 

연도  내용

2001. 3. 2.  교과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개정

2001. 3.   교과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 마련

2006 .2.   교과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언급

2006. 5. 1.  교과부『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마련

2006. 6.12.  교과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

2006 .8.  법무부 “초등학교 재학 불법체류 아동에게 한시적 특별체류”허용

2007. 1.    교과부, 대통령 업무보고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자녀 등 新소외계층 교육지원 확   대” 세부추진계획 보고

2007. 6. 6.   교과부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발표

2008.  2.22  교육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개정

2008.  8.10  교과부,「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발표

2009. 7. 21  교과부,「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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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편입하지 못하고 미인가 대안학교 및 NGO 등 학교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

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교육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성장하고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청소년과는 다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19조)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적 구

속력을 갖지 못한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대부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에 왔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이 한국의 일반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의 교육

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단속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학

업이 단절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9년 4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단체 및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추진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정 아동을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들의 교육권과 체류권, 

의료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이 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

소년들이 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교육욕구 및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정규학교로의 편입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법률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비학교를 준비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는 예비학교 

설립목적에 관한 명확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예비학교가 정규학교로 

편입을 돕기 위한 ‘디딤돌 교육과정’이라면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겨레 중고등학교와의 차별

성이 무엇이며, 그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비학교의 기간 및 대

상, 프로그램내용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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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초학력 미달자를 가려내고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

이 지금 실현되고 있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우리가 절대

로 버려서는 안 되는 대중의 상식적 요구를 내포하고 있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중 일부는 분명 대

학서열화와 학벌주의에서 촉발된 비합리적인 것이다. 

즉 ‘우리 아이가 경쟁자들을 누르고 올라서는데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러한 불만의 요체이

다. 모든 아이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불만은 확실히 병리적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교육에 대한 또 다른 불만은, 

학교가 ‘기본기’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즉 학교

가 최소한의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이 학업부진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 주거나 학업부진 상태에서 구출해

주기를 바라는 데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상식’에 어긋

나는 학교의 행태에 대한 불만이다. 우리는 학업부진 상

태의 학생을 방치하는 교사, 학업부진 상태에서 빠져나

오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면 ‘학원에 다니라’고 대답하는 

교사, 선행학습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함으

로써 공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리는 교사를 

적잖이 목격해오지 않았는가? 일제고사가 대안 없이 폐

지된다면, 뒤처진 학생을 ‘버리고 가는’ 관행을 효율적으

로 제어하기 곤란해진다.

  즉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학교교육의 최소한의 책

무성을 고려해볼 때, 일제고사를 그냥 폐지하는 것은 곤

란하다. 한 가지 대안으로 일제고사의 기능을 일원화하

는 개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가려내는 ‘간소화된 일제고사’로 현행 일제고사를 대체

하는 것이다. ‘간소화된 일제고사’는 최고학력 지표로서

의 기능을 포기하고, 최저학력 지표로서의 기능만을 가

지는 일제고사이다. 지금처럼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장시간 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동안 기초학

력 미달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만 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일 목적의 ‘간소화된 일제고사’

는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간단한 

지표로 기능할 것인즉, 이러한 목적의 일제고사라면 현

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처럼 초등6학년, 중학3학년, 

고교2학년 식으로 띄엄띄엄 치르는 게 아니라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3학년까지는 매 학년, 심지어 매학기 치

러도 될 것이다. 

  성기선 교수는 글의 말미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의 흐름 속에서 “개인 수준의 선택권을 강조하게 된

다면 사회적 형평성은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

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고질적인 획일적 교육(서태지

가 지적한 ‘전국 9백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것

만 집어넣는’)을 방어하는 일종의 수구적 입장으로 해

석될 우려가 있다. 내 생각으로는 개인 수준의 선택권과 

사회적 형평성을 양립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

를 들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최소한의 평준화(즉 성

적순 선발 금지, 균일한 교육여건의 확보 등) 원칙을 유

지하면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극대화시킨다면, 이것

이 왜 사회적 형평성과 대립될까? 성기선 교수는 물론 

학교선택권을 빌미삼아 최소한의 평준화 원칙을 붕괴시

키려는 경향에 대한 저항으로 이러한 표현을 택했겠지만, 

학교선택권은 학생들이 누려야 하는 바람직한 선택권의 

핵심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학과목이나 교육과정 

선택권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개인 수준의 선택권을 확장하는 데 방

해가 되는 것은 오히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다. 신자

유주의의 금과옥조인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평가기준이 필요한데,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일제고사가 동원된다. 그런데 가뜩

이나 국영수 중심, 객관식・단답식 문제풀이 전통이 강

한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전통에서, 일제고사를 국영수 

중심의 객관식・단답식 문제풀이로 설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마침 우리나라는 대입

시험(수능)마저 국영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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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부터 풀어야 하나?’

발표자 / 성기선(가톨릭대 교육학과)

토 론 문

이범 / 서울시 교육감 비서

  성기선 교수의 글은 부모의 학력 및 사회경제적 지

위가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단 보

호자가 부모인지의 여부 및 부모의 학력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달라짐을 실증하였다. 또한 부모의 직

업(전문직 비율)에 따른 학교시설의 차이가 존재하며, 

부모의 학력・직업・거주지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대학

진학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아직 부모에 의

한 격차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앞으로 사회불평등이 

고착화됨에 따라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째로 공교육의 내적 충실도를 제고하여 사교육의 영향

력을 줄이는 것, 둘째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는 것, 셋째로 대학(고등)교육기회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실행하는 것, 

넷째로 학교 및 가정의 사회자본을 강화해나가는 것, 다

섯째로 평생학습사회의 구축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법은 우리에게 퍽 친숙한 것들이

다. 첫째 해법인 즉 ‘공교육의 내적 충실도를 제고하여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공교육을 강화함으로

써 사교육을 줄이자’는 통념을 연상시킨다. 특히 현 정부

가 일제고사와 교원평가를 도입하는 명분이 ‘공교육의 

내적 충실도를 제고하여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

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 않은가? 둘째 해법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넷째 해법인 학교 및 가정의 

사회자본을 강화해나가는 것은 현 정부가 방과 후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는 것을 연상시키며, 셋째 

해법인 대학교육기회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는 등록금대

출 확대정책과 오버랩된다. 

  물론 이 같은 지적은 성기선 교수의 주장이 현 정

부의 정책을 연상시킴을 드러내거나 또는 이를 이유로 

공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다만 

성기선 교수의 주장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당면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 되는 수준의 구체성에 도달해

있지 않다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제고사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학업성취

도 평가를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평가(일제고사)로 실시

하는 현 정부의 명분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가려내

어 지원해주기 위해 일제고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일제고사의 기능은 두 가지인 것이다. 첫 번째 기능은 기

초학력 미달자를 가려내고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

능은 규격화된 평가기준을 확보함으로써 상위 학력 경

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일제고사가 최저학력 지표뿐만 

아니라 최고학력 지표로 기능하다 보니, 정규수업이 파

행으로 치닫고 강제보충수업을 통해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어대며 교사들이 나서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전수평가에서 표집평

가로 전환’이라는 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 학교별로 

표본집단을 선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고 경쟁시

킨다면, 비록 표집평가이긴 하지만 그로 인한 학교교육

의 파행은 전수평가(일제고사)에 못지않을 것이다. 표집

/전집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식・단답식 위주 

평가가 최고학력 지표로 활용되는 현실이 학교교육의 

선진화・다양화를 가로막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제고사를 폐지해버리는 것이 대안일

까? 그렇지도 않다. 현 정부가 표방하는 일제고사의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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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 서울시 교육위원, 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1.  성기선 교수님의 발제문은 2000년대 초중반부

터 한국교육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된 교육격차와 

교육양극화에 대한 개념과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격차의 

해소방안을 잘 정리한 글이다. 발제문은 교육격차의 원

인을 가정배경과 지역변수로 나누어 1) 부모 유무에 따

라 교육지원 차이가 나고 2)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에 대한  교육기대 수준이 높으며 3) 부모학력에 따른 

문화 활동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점. 4) 부모직업에 따

라 학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교시설의 격차

가 나며  5) 가정배경・도농 간 지역에 따라  학업성취

도 격차가 나는 등  교육격차의 실태를 교육에 대한 지

원 정도, 학교 시설과 같은 ‘교육조건’, 학업성취도, 대학

진학률 등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학력

격차의 원인이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2.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09학년도 수능결과 특목

고와 일반고 학력 차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학생이 태

어난 지역, ‘14살 때 어느 곳에 살았느냐?’가 수능점수

를 좌우한다고 한다. 외국ㆍ서울ㆍ인천에서 성장하고 

고교 교육을 받은 학생이 수능 성적 상위 그룹을, 충북

ㆍ제주ㆍ광주ㆍ전남ㆍ전북은 하위그룹을 형성했다고 

한다. 이렇듯 학생의 학력에는 부모의 배경과 학교유형,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와 처방

이 뒤따를 것이다. 

3. 발제문에서 분석했다시피 교육격차 원인에는 여

러 가지가 있으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대학입시전형이고 첫 번째로 개선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학입시를 매개로 교육양

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소위 명문대, 일부대학들은 

대입에서 특목고 우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고, 지역 간, 

학부모간 차이가 드러나는 수능점수를 중시함으로써 내

신 성적의 비중을 약화시켜 지방이나 농촌, 소외계층 자

녀들의 진학 자체를 막고 있다. 수능점수는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수도권에 살수록 50

점 이상 점수 차이가 난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학

부모의 정보량이 대입당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교육격

차를 더욱 강화시키는 고리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언론

이 2010학년도 대입에서 서울지역 일반고 166곳이 소

위 명문대 합격자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강남구에 있는 고교들의 명문대 합격률은 강

북 일부 지역 고교의 합격률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았으

며, 명문대 합격률이 낮은 고교들은 주변에 학원이 많지 

않고, 학부모의 학력・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4. 차별을 공공연히 부추기는 시도 교육청의 정책도 

교육격차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 ‘2009학년도 서울특

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시교

육청은 국제고에 총 14억여 원을, 일반 인문계고(38학

급 기준)는 2억6000여만 원을 편성했다. 특수목적고인 

국제고에 일반 학교 대비 5배 이상 예산을 책정한 것이

다. 둘째, 학교선택권, 국제 중 도입, 수준별 우열반, 명

문고 만들기, 1군 1 우수교 지원 사업 등은 애초 취지와 

다르게 지역학교들을 일류고와 이류고 나뉘어 교육격차

를 심화시키고 있다. 셋째, 일제고사 실시, 학교정보공

개등 주입식학력, 평가위주의 서열화 정책도 교육격차

를 심화시킨다. 특히 일제고사 전면실시는 무한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어린 학생들 쉬는 시간까지 10분에서 5분

으로 줄이는 학교가 생기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과도한 학습노동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기회를 

로 수능의 원형인 미국의 SAT는 필수과목의 종류와 범

위가 최소화되어있고 다양한 선택과목이 존재하며, 비표

준화된 상대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우리나라 수능과 달

리 표준화된 절대평가 지표로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수

능과 매우 다르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에서 자라나는 우

리나라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인 국영수 객관식・단답식 

문제풀이에 내몰리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선택권이 제

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기회의 차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

을 통한 경제・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은 억제되어야 한

다. 하지만 ‘어떻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보다 구체

적인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원론 

차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있기 어렵다. 구체적인 ‘어떻

게?’의 수준에서 비로소 교육철학과 이념의 차이가 드러

날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구체성으로 벼려지지 않은 개

념은, 예를 들어 ‘개인의 선택권’이 신자유주의의 혐의

를 받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우처럼, 목욕물을 버리

다가 아이까지 버리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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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역 간, 계층간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

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격차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

라는 분석은 일면 타당성은 있으나 다소 현실성이 떨어

진다’고 주장하며 한국 사회가 교육 불평등이 아직 고착

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교

육 불평등 고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신자유

주의 교육 시장화, 대학서열과 학벌 문화 속에서 교육격

차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과 예산은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고 현실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청년 취업위기, 전

문계 교육 특히 직업교육 위기 등 교육 불평등의 징표이

다.

 9. 지난 6월 교육자치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이 약

진하였다. 전국16개 시.도중 6개 시도에서 교육시장화

와 경쟁에 매진해온 정책이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진보교

육감들은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와 혁신학교라는 

교육의 정상화, 교육의 선진화를 주장했다. 지난 10년 

가까이 다양성과 자율 프레임으로 무한경쟁에 휘둘려온 

한국 교육의 틀과 가치가 바뀌는 계기가 온 것은 퍽 다

행한 일이다. 강원교육청의 경우 가정의 격차가 학교를 

통해 재생산되지 않도록 무상급식, 무상학습준비물, 무

상 교복, 무상체험학습을 실시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장

학금 확충과 시도대학 무상교육, 무상보육에 에까지 나

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예산지원과 해결의지가 확대

되면 교육양극화는 다소 해소 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와 함께 교육문제를 개선해보려는 지자체장들의 움직임

이 활발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10.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정책과 예산을 최

우선적으로 바꾸어내려면 가치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

책과 예산은 교육철학, 사회가치에 좌우되므로 ‘함께 살

자’라는 공생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이

다. 교육시장화에 지친 학부모들도 점차 핀란드식 교육

과 미래 학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부

모들은 혁신 학교에 기대가 크다. 혁신학교는 잘만 운영

되면 공교육선진화와 교육양극화에 대한 해법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교육주체들의 학력에 대한 인식전환, 교

육이 교육정책만의 문제가 아닌 온 사회와 연결된 문제

라는 인식, 명문대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는 움직임, 공부 

잘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 출세해야 

행복하다는 왜곡된 가치를 서서히 바꿔내고 함께 살자

는 가치의 전환-공생의 교육을 살려내는 것이 교육격차,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뺏고 인권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5. 발제자는 교육격차와 사회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첫째, 공교육 내적 충실도를 제고시켜 사교육영향력을 

줄이고, 둘째,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망, 셋째, 고등교육

기회의 사회적 형평성제고를 위한 노력 넷째, 학교와 가

정의 사회자본 강화, 마지막으로 패자부활이 가능한 평

생학습체제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동의하며 모두 다 필

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는 미흡하나 현재

시행중인 정책들인데 기대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6. 정부가 국민을 모두 부자로 만들기 불가능하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정책을 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모

력’(부모의 경제적 문화적 역량) 전체를 자녀대학입시에 

올인(All-in)하는 현상이 짙어지면서 학벌의 대물림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득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는 심

화될 수밖에 없으며 여간해서는 이를 좁힐 수 없는 현실

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가난의 대물림, 교육으로 끊겠

다’, ‘공교육정상화를 통해 사교육을 줄인다’, ‘대입 자율

과 다양성’을 주장한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격차와 사교

육비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와 사회불평등을  줄인다는 해법을 영어

교과에 적용시켜보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에서 영

어는 권력이자 계급이다. 영어 교육은 투자 대비 효과를 

확실하게 보장되는 만큼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영어 사

교육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영어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현상 가속화되고 있다. 영어 교육은 액수에 따라 

12가지가 있다고 하며 계층 간 사교육비의 지출 방식도 

다르다. 서울대 이병민 교수 주장에 따르면 수능 영어는 

‘(美고교졸업자 수준인) 유에스투데이’를 독해하는 수준

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원어민 수준의 영어 지문인데 외국인이 이 정도의 영어

를 이해하려면 10,000시간의 영어 학습이 필요하나 현

재 우리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영어수업 시간은 750시

간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 9,250시간은 부모들의 몫이다. 

미 국무성도 2,400시간 이상의 영어교육을 권장하고 있

는데 한국 공교육은 이를 충족시켜줄 수 없으니 사교육

이 이를 대신한다. 영어공교육을 강화해 방과 후 영어수

업을 시킨다고 하지만 영어, 결국은 사교육이 주도하는 '

사교육비 증가, 가난을 대물림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이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7. 둘째, 사회안전망부문이다. 정부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 파생된 교육격차를 학교교육을 통

해 보정하려는 최근 몇 년 동안의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 

정책이 가진 한계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2009 서울시교육청업무보고에서 한 지역교육장은 “경

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한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보살피기 어렵다. 간단

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토로하였는데  정부는 소외계층

학생의 사회 문화적 결핍을 보완할 공적장치로 교복투

사업 등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 확대를 하여 1년

에 1-2억 원을 방과 후 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 교육격

차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학습부진의 이유는 일차적으로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바탕에는 가난과 사교육 소외, 학업 의지 상실 등 다

양한 원인이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복투

사업과 방과 후 야간자율학습이 이들 학생에게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현재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학생이 130

만 명이나 공부방 등에서 보호가 이루어지는 학생은 30

만 명이며 100만 명의 학생이 방치되는 현실이라고 한

다. 더군다나 가난에 폭력적인 학교 문화까지 겹치면 아

이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교사들은 ‘졸업식 알몸 

문화 등 중고등 학생들의 일탈이 논란이 되지만 그 바탕

에는 그 학생들의 피폐한 나날들이 있다’며 교육양극화

와 교육문제에 사회전체가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8. 발제자 주장에  다른 점하나는 현재가 교육 불평

등 고착화 단계이나 아직 개선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다. 발제자는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및 지자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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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국민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외국인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다

는데 있다. 설사 법적으로는 국민이 되었다 하더라도, 완

전히 주권을 행사할 만한 국민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것

으로 정치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으로 간주되는 이주배

경을 가진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자에 대한 논의는 이주자가 주체가 되어 주장하는 ‘권

리’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이주자를 대상화하는 ‘지원’ 

중심의 논의와 정책에 치우치고 마는 것이다.

4.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비이주자들은 무

엇을 논의할 것인가? 외국인 혹은 이주자의 세력이 성장

해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될 때까지 마냥 기

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사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국민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사회통합’, ‘이주관

리’ 등 대부분의 이주정책 방향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부분의 근저에 그 공포가 깔려 있다고

도 할 수 있다.) 인간의 이동과 공간의 점유 혹은 국경과 

영토 등에 대한 철학적 혹은 정치철학적 논의를 할 수도 

있겠고, 이주자 개인의 생애사를 관찰하면서 각종 제도, 

문화, 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이주자의 주

체성에 주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국가가 부

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자이거나 누구이거나 국적에 상관없

이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

는 ‘인권’을 출발점으로 삼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주인권회의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습권”에 주목하

는 이유도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발표자의 발제문

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국제인권법 상의 교육권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5.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

고 있는 국가는 최소한 현재에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

다(비록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정권처럼 여성에 

대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금지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는 국제관습법에 해당한다

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국제인권법은 (국민국가의 대

표들의 모임인 유엔이 제정하였지만) 인권으로서의 “교

육에 대한 권리”에 대해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1948)은 제26조에서 초등교육 이상의 

무상의무교육, 기술, 직업,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목표를 (1) “인격의 완전

한 발전”, (2)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3) “모든 국가, 인종, 종교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우의

증진”, (4)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

진”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권은 대한민국이 비

준하여 준수의무가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3-14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

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5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

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제10조)에서 반복해서 규

정되어 있으며, 특히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제28-29

조)에서는 아동교육의 목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

을 제시하고 있다.1 한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제30조)은 이주노동자 자녀

가 “국민과 평등한” 교육을 받을 기본권과 체류자격으로 

인한 교육권 박탈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3. 교육격차해소와 학습권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발표 / 송연숙(무지개청소년센터 연구개발팀장)

토 론 문

김철효 / 시드니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1. 발표된 발제문은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통

계와 이들에 대한 정부의 “교육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그 한계와 정책적 “과제”를 제안한 글로서, 구성상 완결

적이며 각각의 내용을 잘 정리한 글이다. 특히 “국제결

혼가정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함께 “북한이탈 

청소년” 역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으로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시도한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지금껏 이른바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북

한이탈주민’ 영역은 각기 다른 정부부처(여성가족부, 고

용노동부, 통일부)가 자기 부처의 ‘독점적 정책대상’으

로 간주하여 정책을 입안 및 시행하였으며, 정부정책 및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관련 시민사회와 학계 역시 

거기에 따라 각각의 활동 및 연구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절적인 접근으로는 이들 “이주배경”을 가진 이

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 혹은 각각의 집단들 간의 상

호 연관성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2. 특히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 혹은 이주자

(migrant)의 경우 (1) 출신사회에서 습득한 문화와 현

재 체류하고 있는 사회의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 

차이뿐만 아니라 (2) 출신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이

주의 동기가 된 상황에 주체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이주

를 주체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 (3) 이주의 준비 및 이

동과정 중 경험한 사건으로 인한 특수성(혹은 그로 인한 

트라우마 등), (4) 체류하고 있는 사회가 갖고 있는 이주

자에 대한 시각 혹은 편견에 대한 심리적 대응, (5) 물리

적 환경의 차이로 인한 육체적 및 심리적 취약성 등 “이

주배경”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다른 다양한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서로 다르게 구분되는 이주자 

집단 간에 공유되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종류의 경험으

로 인해 판이하게 다른 특징들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따

라서 이주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수립, 시민사회의 활

동, 학계의 연구는 여러 이주자 집단들이 공통적으로 갖

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도 동시

에 각각의 집단이 갖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으며, 각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개의 이주자 집단을 “이주배경”

을 가진 집단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다. 단 집단의 현황과 그들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한 설

명에 더해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각각의 상관관

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했다는 점이 

아쉽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으로 외국인근

로자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고 있다”는 언급

이 있으나 그 주장의 근거와 맥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

다.

3. 국내의 이주와 관련한 논의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주자’를 정부 혹은 시민사회가 무언가를 제공하거나, 

지원하거나, 대응하거나, 혹은 배제하거나 축출해야할 

‘대상’으로 놓고 시작하고 있다. 정부에서나 시민사회에

서나 (혹은 제주인권회의에서도) 이주자에 관한 논의의 

주체는 항상 비이주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주자는 비

이주자의 토론의 대상 밖에 될 수 없다. 설사 여기에 대

한 반성으로 이주자들이 논의에 초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 그대로 ‘초대’되어 비이주자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가

슴 아픈 혹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논의에 참

고하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에는 사실 비이주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

장 이상적이라면 이주자들이 정부나 시민사회의 정책입

안 등의 논의에 주체가 되어 주도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주자들이 갖고 있는 언어적, 사회적 제약

조건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사실 그보다 더 본

질적인 원인은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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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등과 관련하여 쓰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은 「다

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서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 혹은 “귀화허가를 받

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자녀

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외국인 간의 국제결혼

은 해당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의 경우 귀화허가를 통

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외국인 간의 국제결혼으로 이

루어진 가족은 해당되지 않는다.4

9. 이러한 개념의 혼란은 통계의 산출에 있어서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발제문에서 “2009년 3월 법

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31,635

명(전년도 대비 3,791명 증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또 다른 출처에 따르면(국가인권위원회 2010년 1월 25

일 보도자료) 법무부가 추계하는 2008년 8월 현재 미등

록 이주아동은 8,259명이라고 한다. 법률상 “외국인노

동자 자녀”와 “미등록 이주아동”은 같은 범주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

은 통계 집계 시 범주설정 상 문제가 있거나 한 쪽의 통

계가 잘못 집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발제문에서는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7,400

명(08월 9월)”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문

건에 따르면 외국인학교 가운데 몽골학교 1개(71명)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계, 유럽계 외국인학교이거나 화

교학교이고 전체 학생 수가 10,993명인데(2008년 9월 

현재) 이 가운데 70%가 넘는 학생이 주로 동남아 혹은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 자녀”라는 것이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주와 관련한 많은 통계를 산

출하는 데 있어, 관련 기관들이 사용하는 개념들이 서로 

4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합법체류 상태의 베트남 

남성과 태국 여성이 혼인하여 낳은 자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법무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기타’의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 한)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또한 한국 

남성과 혼인 후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몽골여성이 이혼한 후 몽골 

혹은 다른 국가의 남성과 혼인할 경우 역시 다문화가족으로 간주될 수 

없다.

달라 수치에 혼선이 빚어지는 일은 국제적으로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예를 들어 장기체류 및 단기체류의 기간 

구분, 미숙련 및 전문 인력에 있어서의 숙련 정도 및 직

종 등). 그래서 이주관련 통계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대

한 논의도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0. 끝으로 이주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 정책’에 대

한 논의를 넘어서서 ‘이주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그

리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인권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졌으면 하는 기대도 덧

붙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제자가 언급한 “이주

아동권리보장법”의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논의 중에 이는 이 법안은 이주아동과 국내아동 간의 차

별을 금지하고 있고, 학교장의 이주아동 입학허가를 의

무화하고 있으며, 교사 등이 출입국관리법 상의 통보의

무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이주아동의 정보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인권기준을 상당부분 반영

하고 있으며, 이주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11. 또한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도 활동범주에 포

함시키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개념에 포괄될 수 

있는 다른 집단의 아동들: 난민, 화교 등 영주자, 아동 

유학생, 해외출신 입양아동, 전문직 종사자 자녀, 미군 

관련 한부모가정 자녀 등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기를 기

대한다. 

6. 국제인권법의 유권해석이라 할 수 있는 경제

사회문화권위원회의 일반논평(제19호)에서는 “교육

에 대한 권리”에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요소를 (1) 가

용성(availability: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이 충분한 양

으로 이용 가능하고 및 제대로 기능하여야 함), (2) 접

근성(accessibility: 차별 없이 법률상・사실상, 물

리적,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하여야 함), (3) 수용성

(acceptability: 교육 형태와 내용이 학생 및 학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4) 적응성(adaptability: 

변화하는 사회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7. 위의 교육권의 필수요소 측면에서 보았을 때 ‘비

정규 이주아동’과 ‘다문화가족 아동’2, “북한이탈 청소

년” 간의 교육권 보장에 차이가 드러난다. ‘비정규 이주

아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초중등학

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제46조)의 대상이며 공립학교의 교직원

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통보의무”(제84조)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비정규 이주아동’

의 교육권에 관해서는 ‘접근성’부터 문제가 된다고 보아

야 한다. 반면 기본적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된 “국

제결혼가정 청소년” 및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수용

성과 적응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제

공되는 교육이 위에서 언급한 「세계인권선언」 및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해당 일반견해 등 국제인권기

준 상의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

토가 필요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대한민국 교

육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2　발제자가 쓰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대신해서 ‘비정규 이주아동’과 ‘다문화가족 

아동’을 쓰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한다.

8. 발제문에서 쓰고 있는 개념과 통계에 대해 덧붙

이자면, “외국인근로자 자녀”라는 개념은 교육인적자원

부 문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개념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외국인근로자”의 정의는 「외국인근로자

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에

서는 주로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가운데 “단순 기능인

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

전문취업 비자(E-9) 보유자, 산업연수제도로 입국해서 

근로자로 전환된 연수취업 비자(E-8) 보유자, 선원취업 

비자(E-10) 보유자,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한 중국 및 

CIS 지역 동포(H-2)를 의미하며, 모두 가족동반이 금지

되어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모두 비정규(불법체류)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 이주아동의 부모 가운데 관광 비자(C-3) 

등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2010년 6

월말 현재 91,865명: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이 

있을 수 있어 “미등록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굳이 “외

국인근로자 자녀”라는 모호한 개념을 쓸 필요 없이 ‘비

정규 이주아동’ 혹은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이라는 개념

을 쓰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3

9. 발제문에서는 또한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

고 있다. “국제결혼”은 「결혼중개업관리법」(제2조)에서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 간의 결혼이라고 간접적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81조)에서도 “국제결혼의 알

3　정부에서는 ‘불법체류’(illegal stay)라고 쓰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는 ‘불법’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반대해 주로 ‘미등록’(undocumented)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비정규’(irregular)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미등록’의 경우 밀입국(smuggling)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입국하고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이른바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혹은 단기체류라 하더라도 정부에 등록되어 파악되고 

있는 체류초과자(overstayer)이기 때문에 ‘미등록’이라는 표현 역시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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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드로잉 카페레지던시

레지던시 기간

2010.7.20-9.30 테이크아웃드로잉 한남동

제주인권회의 참여

2010.8.25-27

전시 기간

2010.9.1.-9.30

테이크아웃드로잉 한남동

전시주제

콘크리트 아일랜드

참여작가

김화용, 이정민, 이주영, 진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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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아일랜드

Unstable urbanism, 옥상, 섬, 스테이지 

옥인 콜렉티브의 지난 프로젝트에서 옥인아파트가 그랬던 것처럼 제주회의와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도시 

속의 또 다른 섬이 된다. 

옥인아파트가 개발의 속도에 가려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초현실적으로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들만큼 

불일치로 가득한 도시의 내부를 함께 견디고 탐사하는 공조의 섬이었다면, ‘콘크리트 아일랜드’는 팍팍한 

일상의 틈새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공간이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섬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삶과 예술의 보다 유연한 개입과 나눔, 교류의 즐거움을 

상상하려 한다. 

레시던시의 출발과 더불어 옥인의 신호인 깃발이 게양되며, 기간 동안 옥상에는 옥인아파트에서 수집된 

폐자재들과 물품, 식물을 이용한 경작(耕作, Farming)이 이루어진다. 이는 이후 전시기간 동안 이루어질 

라디오 스테이션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스튜디오 또는 스테이지로서도 기능한다.

진시우, concrete island, 2010

콘크리트 아일랜드

깃발 Okin Flag

테이크아웃 드로잉에 게양된 옥인 깃발의 디자인은 단체 고유의 상징적 의미를 표상하지 않는 그저 ‘여기 

있음’의 ‘신호(signal)’이다.

이들은 테이크아웃드로잉에 머무는 동안 옥상에 깃발을 게양한다. 이 깃발은 이들이 옥인아파트로부터 

이동해 임시적 시간동안 예술행위를 여는 장소의 상징이며 그들이 여기 머물고 있다는 기호이다. 이 

깃발을 통해 콘크리트 아일랜드는 자신들과 초대하려는 사람들에서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고 그 자율공간 

안에서 서로를 환대하고자 한다. 

Okin Flag 

Okin Flag, 테이크아웃 드로잉(한남동) 옥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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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빈곤층의 

일자리와 
Decent Work

콘크리트 아일랜드

라디오 스테이션 Radio Station

개입, 환대, 협업, 교류 

옥인 콜렉티브의 전시는 초대된 여러 게스트들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은 인터넷 라디오 

스테이션의 중계를 통해 공유되고 확장된다. 

진시우, Drawing for Internet Radio Station Studio+82, Ball Point Pen on Paper, 17 x 17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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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쓰즈 자동차에 파견노동자로 일하면서 10킬로 20킬로 되는 부품을 대(다이) 위에 나르는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쳤어요. 같은 일을 해도 직접 고용된 사람은 저보다 10만엔(한화 약 130만원) 정도를 더 받더라

고요. 게다가 파견회사의 료에 살면 월 4만5천엔의 임대료뿐만 아니라 가구나 전자레인지 등의 전자기기

도 빌리는 것이라서 돈을 내야 해요. 그러다보면 실제 손에 쥐는 것은 얼마 안 되지요”  

  

[반빈곤(反貧困)]100의 저자이자 일본 민주당 내각부의 자문인 유아사 마코토(湯 誠)와 그가 

이끌었던 해넘이 파견촌 운동101에서는 일본을 ‘미끄럼틀 사회’에 비유하였다. 정사원(한국에서는 정규직)

으로 수십 년간 일을 한, 충분한 근로능력이 있는 중장년층일 지라도 한번 파견 사원이 되거나 실직할 경

우 빈곤으로 미끄러지는 사회가 일본이라는 것이다. 2008년 12월 일본 자민당 아소정부가 제2 사회안전

망을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나 현재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이것을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것은 

근로빈곤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근로빈곤이나 사회적 배제는 저임금 근로 및 비정규 고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유

럽위원회가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집단별로 상이한 고용율이나 실업율, 장기실업율 뿐만 아니라 비정규

고용 비중 등과 연계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저임금 근로와 비정규 고용 문제가 노동시장의 최대 이슈였다. 이 

글은 한국의 저임금 및 근로빈곤의 현황 및 원인, 법적 제도적 대안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리뷰 한다. 

노동시장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소개된 한국의 노동시장 및 근로빈곤의 현실을 “저

임금( 비정규고용) <-> 실직 혹은 비경활 <-> 근로빈곤”이라는 악순환 트라이앵글 측면에서 재조명할 것

이다. 더불어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veness)이 저임금 근로와 근로 빈곤을 완화한다는 논의를 소개하

는 한편 사회적 포섭의 강화가 사회권의 확립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제도

적 대안과 토론거리를 제기할 것이다. 

2. 악순환 트라이앵글: 한국의 노동시장 특징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997년 8.7%에서 2008년 11.9%로 증가하여 OECD 7위 수준이다. 또

한 한국은 근로빈곤층 중 근로연령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78.14%로 OECD 67.92%보다 높고 취업빈

곤의 상대적 위험(취업빈곤율/근로연령빈곤율*100)도 75.2%로 OECD 69.0%보다 높다. 

100　반빈곤은 얼마전 우석훈 등에 의해 [빈곤에 맞서다]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도 출간되었다. 

101　일본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상당수의 파견노동자가 해고되었다.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고하는 불법적인 사례도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기업에서 해고되면 살던 료(한국표현으로는 기숙사 혹은 사택)에서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잃고 주거도 

잃게 된다. 이것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본의 변호사단체 등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2008년 12월 말 천황궁 근처의 히비야공원에 

한시적으로 해고된 파견노동자들이 살 수 있도록 천막을 쳤다. 해넘이 파견촌이라고 명명되었던 이곳에서 약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1주일간 

거주하였고 당시 촌장은 유아사 마코토였다. 이것을 일본 언론이 연일 최고의 기사로 다루었고 54년만의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일본에서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고용이 불안하며 근로빈곤이 확대된 것에도 큰 이유가 있다. 

사회적 포섭과 

근로 빈곤

은수미 / 한국노동연구원, 사회학박사98

1. 서론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전 세계적 이슈이다. 기존의 빈곤이 주로 근로능력이 없는 상황, 예

컨대 노령, 질병, 장애에 따른 것이라면, 최근의 빈곤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즉 “일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현상”이다(Funken and Cooper, 1995)99. 기존의 빈곤과 구분하여 최근의 빈

곤 현상을 신빈곤(New Poverty) 혹은 근로빈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빈곤이 생산이나 고용 영역에서의 문제이자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된 문제라면, 

신빈곤은 주거, 건강, 교육, 문화, 정보 등의 소비 및 재생산 영역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문제이자 상대

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근로빈곤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흔히 나타나며, 과거의 빈곤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다차원적

이고 역동적인 현상이다. OECD나 EU가 사회적 배제를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2010년을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극복의 해로 선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일본에서의 근로빈곤 현상은 선진국 빈곤 현상의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얼마 전 필자는 

일본을 일주일간 방문하여 청장년층 해고 노동자 3명을 직접 인터뷰한 바 있다. 47세의 다나카씨(가명)

는 27년간 계속 일을 하였지만 지난 2009년 생활보호(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되어 살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0세까지는 정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처음에 배송회사의 트럭운전사였고 그 다음에

는 닛산자동차, 자동판매기 회사, 와인창고관리를 하다가 43세부터 이쓰즈 자동차회사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리먼쇼크로 2009년 1월말에 해고를 당했지요.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도중에 그만두라 하

더군요. 당시에는 부당하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은 적도 없구요. 그저 어떻게 하면 일자리

를 찾을까, 그것만 고민했습니다. 살고 있던 회사의 료(일종의 기숙사)도 비워줘야 했기 때문에 당장 잠자

리도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파견노조의 도움을 받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36세의 야마타씨(가명)도 비슷한 처지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간 전문학교를 다닌 야

마타씨는 전기공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장을 전전하다 2002년부터 닛산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파견노동

자로 일했지만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이다. 30세인 스즈키씨(가명)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데 그는 2008년 

경제위기 때문에 해고된 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98　이 글은 노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견해이며 그 때문에 필자의 노동연구원 공식직함을 밝히지 않는다. 

99　Funken.K & Cooper(eds)(1995), Old ans New Poverty: The Challenge for Reform. London: Rivers Oram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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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금(2009)104에 따르면 7년간 주로 임시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근로빈곤층 비중이 55.8%로 

가장 높고 임시일용직과 미취업상태가 혼합된 경우의 빈곤층 비중이 56.3%로 두 번째로 높다. 무급가족

종사자로 일했을 때도 비중이 50.0%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저임금이라는 점에서 비

정규근로와 저임금이 근로빈곤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장지연・양수경(2007)105 역시 유사한 분석을 

통해 8년간 지속적인 비정규직이었을 경우 상대빈곤율은 21.54%로 가장 높으며 정규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도 상대빈곤율이 15.54%로 두 번째로 높다. 

여성취업을 분석하면 저임금이나 비정규 근로와 근로빈곤의 상관관계가 보다 뚜렷하다. 윤자

영(2010)106은 기혼여성의 취업이 근로빈곤에 노출될 위험을 낮추긴 하지만 맞벌이 부부와 홑벌이 부부

의 근로빈곤 비중이 7.4%와 8.8%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은 홑벌이 가구의 남편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

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가구주가 정규직일 경우 근로빈곤 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이 근로빈곤을 감소시키긴 하지만 그 경우에도 여성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여성 취업이 근로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 일자리

여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직 혹은 비경활과 근로빈곤 간의 상호관계는 매우 뚜렷하다(앞의 그림 ③). 이병

희(2010a)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가구주가 실직할 경우 52.9%가 다음 분기에 빈곤가구로 전락한다. 또

한 가구주가 재취업을 한다 해도 한번 빈곤 가구가 되면 3분기 이후에도 35.7%는 여전히 빈곤상태이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 경우는 60.0%가 3분기 이후에도 빈곤상태라서 실직과 근로빈곤의 상관관계는 저

소득 가구일수록 높다. 

더군다나 한국의 저임금, 비정규직 비중은 경기상황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악순환 트라이앵글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바 있다(그림 2 참고). 또한 그림 3에

서와 같이 지난 10여 년간 중위 일자리는 줄어들고 상위와 하위 일자리가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 역시 지

속적으로 확인된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 가구주의 취업 상태 변화와 빈곤 이행(2008) (단위 : %)

 가구주 변화 비취업→비취업 비취업→취업 취업→비취업 취업→취업 계

빈곤 유입률 10.7  21.1  7.3  52.9  2.5  4.9 

빈곤 탈출률 28.9  7.3  38.2  3.8  30.0  16.9 

자료 : 「가계조사」의 분기 패널자료, 이병희(2010)에서 재인용.

<표 2> 비빈곤 가구에서 가구주가 실직한 이후 가구 빈곤율 (단위 : %) 

 전체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위층

1분기 이후 60.3  84.2 68.0 44.0 33.3

2분기 이후 44.4  81.3 47.4 14.3 42.9

104　최옥금(2009),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 전환 및 노동경험의 유형화”, [고용안전망과 활성화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05　장지연・양수경(2007), “사회적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고용”, 노동정책연구 7(1). pp.1-22. 

106　윤자영(2010), “기혼 여성취업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그림 1] 상대빈곤율 추이(시장소득 기준) (단위:%)

자료:통계청, 「가계조사」, 이병희(2010a)102에서 재인용.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입법이 제정되고 근로빈곤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한국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25.6%(OECD, 2010)로 최고 수준이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만 211만명으로 

전체의 12.7%에 달한다. 비정규 근로 비중도 OECD 1, 2위를 다투는 실정이다. 또한 저임금일 경우 비정

규직일 가능성이 높으며 거꾸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2009년 3월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에 따르

면 비정규직의 41.1%가 저임금인 반면 정규직은 약 17% 수준이다. 

다른 한편 한국 노동시장은 ‘저임금근로와 비정규고용’ <-> ‘실직 혹은 비경활’ <-> ‘근로빈곤’

이 맞물려진 악순환 트라이앵글 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 저임금 및 비정규 근로는 실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왼쪽 그림 ①).

이병희(2009)103에 따르면 1년간 노동시장 이행분석 결과 임금 근로자의 실직 가능성은 20.8%

이다. 이 중 상용직 실직율은 8.5%에 불과한 반면 임시직은 27.1%, 일용직은 53.6% 이다. 그리고 정규직 

실직율은 13.3%이나 비정규직은 33.7%이며, 저임금 근로자의 실직율은 38.1%에 달하지만 고임금의 경

우는 5.0% 이다. 

다른 한편 저임금이나 비정규 근로와 근로빈곤 역시 밀접한 연관이 있다(위의 그림 ②). 

102　이병희(2010a),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특성”,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03　이병희(2009),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고용보험”, [고용안전망과 활성화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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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자리 10분위별 고용비중 변동(1993～2006) (단위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전병유(2007)에서 재인용

3. 악순환 트라이앵글의 원인

한국의 노동시장이 ‘저임금근로와 비정규고용’ <-> ‘실직 혹은 비경활’ <-> ‘빈곤의 덫’이 맞물

려진 악순환 트라이앵글 구조를 반복적으로 양산하는 이유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연구는 거의 보기 어

렵다. 청년실업을 눈높이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 정도인데 그 역시 지배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대체적으

로 개인보다는 제도나 구조 혹은 집단적인 행위 전략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첫째, 노동시장 구조가 중심과 주변으로 분절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장 많이 지적된다(윤정향

・이병훈, 200610�; 장지연・양수경, 2007). 이것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더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이환, 2004108; 황수경, 2008109). 

둘째, 기업별 혹은 사업장별 노사관계의 파편화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된 바 있다(은수

미 외, 2008110). 여기에 노동조합의 정규직 중심의 이해대변전략과 기업의 인건비절감 혹은 수량적 유

연화 중심의 고용 전략이 결합하였다는 사실이 지적된다(김동배외 2004111, 김동배외 2007112, 이시균, 

2007113). 물론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 양산에 끼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

107　윤정향・이병훈(2006), “사회복지배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48(1). pp.145-171

108　정이환(2004), "서비스 산업화와 노동의 변화", 한국사회학 38(4). pp.159-186.

109　황수경(2008), "서비스산업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동의 구조분석", 노동정책연구 8(1). pp.27-62.

110　은수미・오학수・・윤진호(2008),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변화 Ⅱ], 한국노동연구원.

111　김동배・김주일・배규식・김정우(2004), [고용유연화와 인적자원관리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12　김동배・이인재(2007),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의 영향요인과 효과", 노동정책연구 7(3).

113　이시균(2007), 「비정규노동의 성격에 관한 실증연구결정요인, 일자리의 질, 정규직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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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가계조사」의 분기 패널자료, 이병희(2010)에서 재인용.

[그림 2] 주요 경제 및 고용 지표의 추이(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이병희(2010b)에서 재인용

이것은 최근 필자의 심층면접에서도 나타나 올해 47세인 정기남씨(가명)는 1998년 명예퇴직

한 후 두 번의 사업실패를 거쳐 2009년 12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충분한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으

나 노모와 두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그가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월 79만원의 자활근로이고 10년 동안의 

추락과정 중 정부나 사회의 지원을 받은 경험은 없다. “제 책임이지요”. 인터뷰를 끝내면서 그가 한 대답

이다. 과연 이것이 개인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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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첫째, 포섭성에 대한 정의: 사회적 포섭이란 무엇인가?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적 포섭성을 높이는 것이 저임금 근로와 사회적 위험을 줄인다는 사실은 

이미 주요한 연구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Jérôme Gautié and John Schmitt(eds), 2007). Gautié and Schmitt 등

에 따르면 “국가제도의 포섭성이 저임금노동의 비중의 핵심 결정인자”이다. 이때 inclusiveness(포섭성)

이란 ① 임금격차가 적은 임금제도, ② 노조의 강한 힘(예를 들어 노조의 높은 조직율, 사용자단체의 높은 

조직율, 단체협약의 효력확대제도 등), ③ 법정최저임금 제도 및 높은 최저임금 수준, ④ 정부지원 사회보

장(예를 들어 정부지원 직업훈련 및 관대한 사회임금), ⑤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는 규제

입법, ⑥ 낮은 민영화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전국적 수준의 포섭적인 사회제도를 검토

하는 한편 그것이 노사의 행위 전략 특히 기업주의 회피전략(exit option)을 낳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 글은 포섭성을 높여야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사회적 배

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는 개념인 것 만큼이나 사회적 포섭 역시 그러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조심스럽지

만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배제와 근로빈곤은 동태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 때문에 

필자는 사회적 포섭이 중층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즉 중앙, 지역, 현장 수준에서의 포섭이어야 할 뿐만 아

니라 제도와 행위의 결합 형태로서의 포섭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층적 사회적 포섭의 측면에서는 기

존의 개념이나 제도 혹은 행위전략의 내용이나 형식이 조금 달라진다. 

예를 들어 노조의 강한 힘을 생각해보자. 중층적 사회적 포섭의 측면에서는 정규직 노조의 조

직율이 높아도 비정규직이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조직율이 낮거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근로자일 경우, 혹은 업종이나 직종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경우 노조가 강

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노조의 강한 힘은 전통적인 노조 조직화 방식에 근거한 개념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이나 저임금 근로자가 전통적인 방식의 작업조직에 속해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의 공동체

나 다양한 결합체의 형태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측면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 역시 필요하다.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과제가 산재한 것이다. 

 

둘째, 포섭적인 제도란 무엇일까?

포섭적인 제도란 사회의 취약계층이 동의가능하며 배제되지 않는 다양한 제도를 지칭한다. 예

를 들어 성인지적 제도설계나 비정규입법 혹은 법정최저임금 수준을 평균 임금 혹은 중위임금의 50% 이

상으로 높이기 위한 단계적 전략은 매우 중요한 정책일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

험료 감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행정지도 역시 이와 같은 정책에 해당한다. 

특히 필자는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두에서 아예 배제되는 집단(최소 800만)을 위

한 제2의 사회안전망에 주목한다. 여기에는 ① 자영업자, 실업급여수급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직장을 얻

지 못한 사람, 적용제외대상자 등이 포함되며, ②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 편입을 위한 활성화전략과 실업

부조를 결합하는 방식의 일종의 취업연계 제도의 특징을 갖는다. ③ 재원은 일반조세로 충당하며 제2사

견이 나뉘며 현재까지는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율이 

10.1%(2009년 현재)에 불과한데다가 단체협약 적용비율 역시 12% 수준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이야기 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내 돈 내고 내 돈을 가져가는 기여형 사회보장 역시 핵심적 요인 중의 하나이다. 비정규

직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지속적인 근로가 어렵고 중소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

금수준 역시 낮기 때문에 노사가 50%씩 분담하며 장기근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사회보장에서 배제

되거나 적용대상일지라도 노사 모두가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은수미외, 2008; 이병희, 2009).

마지막으로 1950년대 이후 지속된 성장담론, 남녀불평등, 세계화 효과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아래의 그림 4는 이와 같은 견해를 요약한 것으로 사회적 배제와 근로빈곤이 구조적 혹은 제도적 문제와 

노사 및 정부의 행위자 전략의 소산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4] 악순환 트라이앵글의 원인

4. 대안적 접근 및 토론거리

지금까지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악순환 트라이앵글”로 정의하는 한편 그 원인을 제도와 행

위자 전략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을 리뷰하였다. 그렇다면 사회적 배제와 근로 빈곤을 완화하는 방안

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근로빈곤을 양산하는 제도나 행위전략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포섭성(social inclusiveness)을 높이는 다양한 대안의 검토를  강조하고 그것을 “중층적 사회적 포

섭”이라고 이름붙인다. 하지만 이 개념은 개념정의에서부터 제도설계, 행위자전략, 사회적 효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여기서는 대안검토와 더불어 토론 거리를 함께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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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김신범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

1. 들어가며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국가의 지위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 기업, 노동자 그리고 

안전보건서비스가 노동자 건강에 있어서 이른바 ‘주체’로 거론되지만, 기업의 경우 마이너스에서 제로를 

향하는 것이 보편적 접근법이며, 규제를 넘어선 플러스 알파는 기대하기 어렵다. 안전보건서비스 또한 국

가의 규제에 의해 규모와 영역이 결정된다. 노동자는 스스로가 보호의 대상이지만, 기업주를 상대로 자신

에 대한 보호책임을 법에 명시된 대로 강제하도록 요구하는 중요한 주체가 된다. 따라서 노동자 건강권 

규제의 생산자이며 집행자인 국가는 노동자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국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노동자의 건강권이 실제로 실현되도록 제반 조건을 구축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필자는 취약노동자들114의 건강권이 침해된 모습을 전하면서, 취약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

해서는 전통적 대책인 노동조합 조직화 외에도 다각도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필자는 부끄

럽게도 이 주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평가할 능력은 없다. 단지 몇 가지 경험에 기초하여 주관적인 주장

을 펴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너그러운 이해를 구한다.115

2. 우리나라의 재해현황

한국의 재해율은 2009년 12월 말 현재 0.7 %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560,949

개소에 종사하는 노동자 13,884,927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7,821명이 발생하였다. 

이 중에서 사망이 2,181명, 부상 87,699명, 업무상질병이환 7,941명이다. 이 통계 중에서 재해율과 재해자

수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표이다. 불신의 주된 이유는 산재은폐이다. 실제 산업재해는 최소 3배에서 많

게는 10배까지 예측된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재해를 솔직하게 보고할 경우 재해다발사업장이 되

어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재해율을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의 재

114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안전보건 취약노동자’ 또는 ‘취약계층노동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왔다. 민주노총에서는 2006년부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에 취약분과를 운영해오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자신의 건강권을 스스로 주장할 조건에 놓여있지 못한 노동자를 일컫기 

위해 취약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필자가 사용하는 개념은 민주노총과 동일하다.

115　필자는 ‘서서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2008년),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캠페인(2010년)을 기획하였다. 최근에는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미조직노동자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취약노동자에 대한 고민은 2006년에 

시작되어 미흡한 점이 많다. 

회안전망을 위한 취업소개부터 직업훈련, 사례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달체계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뿐만 아니라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 기업별, 사업장별로 임금이 다르며 여기에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까지 

결합되어 중심 노동시장과 주변노동시장으로의 분화가 심각하다. 때문에 임금제도의 개선, 임금협상 방

식의 개선(단체협약제도의 변경)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 공기업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이 필요하고 비정규입법 등 기존의 입법의 개선뿐

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된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역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위자 전략의 변화 내용은 무엇일까?

사회적 제도를 바꾸는 것 만큼이나 행위자들의 사고방식이나 전략적 행위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필자가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새로운 조직화 모델로서 ‘복지형 노동운동’의 모색이다. 

복지형 노동운동이란 기존의 단체교섭 중심의 노동운동에서 취업 및 생활, 사회보장을 연계하는 지역 노

동운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사업장 단위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은 그대로 두되 다양한 고용형태의 

취업자들을 포섭하며 그들간의 상호부조를 정부 혹은 지자체나 시민사회가 지원하는 방식의 노동운동이

다. 노조(union)냐 결사체(association)냐의 논의는 이미 오래되었다. 결사체 내에 노조가 포함된다고 한

다면 협동조합, 소비자조합, 사회적 기업, 이주노동자대상의 공제제도, 자활공동체 등 한국의 기존 결사

체와 노동운동을 결합시키는 방식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회피전략을 제어할 제도나 방식에 대한 검토 역시 요구

된다. 예를 들어 산별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에서부터 노동위원회를 말 그대로 준 사법기관

으로서 위치지우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특히 최근 개별 부당해고 소송이 계속 증가함에도 노동위원회가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된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근본

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효과의 최대화란?

포섭적인 사회적 제도나 행위전략은 그것이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 사회적 효과와 결합할 경우 

보다 빨리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의 질 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을 매년 발표하는 한편 우수 사례

를 발굴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우수기업에 대한 소비자운동까지를 결합시킬 수 있다면 사회적 

효과는 상당히 커진다. 

다른 한편 행정지도의 주체를 확대시키는 것 역시 사회적 효과 최대화의 한 가지 방식이다. 현

재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재원이 매우 부족하다. 이것을 지역에서 노조나 시민단체, 학생단체

가 자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인데 예를 들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우리는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캠페인 등이 대표적이다. 혹은 고용보험 확대를 위

한 노조나 사회단체의 상담실운영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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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건강권 현실을 설명하는 표현들이다. 필자가 만나온 취약노동자들의 모습을 몇 가지 장면으로 

소개한다. 

장면 1. 서비스노동자들은 자신이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느낀다. 서비스연맹의 건강권 정책 토론회에서, 소

모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서비스노동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

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봤다. 연맹의 한 여성 활동가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답했다.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서비스노동을 위한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까대기119만하는 노동자는 어쩌죠? 

무슨 직무교육이 가능한가요?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비참해지는 걸요. 더 나

은 내일이란, 마트를 벗어나야 있는 것 아닐까요?” 

장면 2.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어째서 보호난간도 없는 높은 곳에 올라서 위태롭게 일을 하는 것일까? 건

물사이를 위태롭게 뛰어넘는 일을 하면서 겁도 나지 않는 것일까?  서울지역일반노조 소속 철근노동자는 

이렇게 답했다.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나를 쓰는 거라구!”

장면 3. 금속노조와 함께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의 주물공장

에 들어갔다. 폐암을 일으키는 주물사 먼지들이 곳곳에 날리고 있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이라고 한다. 바닥에 떨어진 주물사가 지하로 흘러내리도록 개선을 했기 때문이다. 지하에 가봤더니, 면 마

스크 하나 착용한 하청노동자가 혼자서 삽질을 하며 주물사를 치우고 있었다. 그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

았다. 이 회사에서 대부분의 현장개선은 하청업체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에 불과했다. 발암물질이 무엇이 

있느냐며 궁금해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무표정한 얼굴로 귀찮게만 하지 말아달라는 하청 노동자들

이 일하고 있었다. 

사람이란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존재이다. 당연히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도 여러 궁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고 다르게 해보자’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정규직이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주어진 권리이다. ‘이런 나쁜 일자

리니까 나를 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의 노동에 대해 기대할 것은 없다. 나

의 노동이 설령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유가 될지라도 말이다. 

장면 4. 제주의 한 소각장에서 사람이 죽을 뻔 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조합원들을 모

아 ‘작업중지권’을 교육하였다. 뒤풀이 자리에서, 노동조합의 중요 간부의 입에서 ‘소각로 정비작업은 위험

119　마트는 서비스산업의 공장이다. 컨베이어 벨트 대신 카트를 타고 상품이 이동한다. 후방의 창고에서 실려온 상품은 소비자의 카트를 타고 

팔려나간다. 마트에서 이루어지는 까대기 작업이란 박스의 포장을 뜯어내고 진열하는 일이다.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나르고 진열하다보니 육체적 

고통이 매우 심하다. 가장 힘들기로 유명한 까대기 작업 대상은 물, 술, 음료와 쌀이다. 마트가 바쁠 때는 아예 아르바이트로 까대기만 하는 사람을 

구할 때도 있지만, 보통 마트의 판매직 노동자가 물건을 팔면서 수시로 까대기 작업을 해야 한다. 

해율이 제조업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기현상이 생기고 있다.116 숫자로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

업인 현대자동차는 안전보건관리를 제조업 평균치보다 못하다고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산

재통계지표 중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망자 수이다. 사망재해는 은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

리나라의 산재 사망율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OECD 최고이다.11� 가장 노동자가 많이 죽는 업종은 건설

업이다. 건설업에서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예방 가능한 것들로서 한국사회의 안전관리 수준을 드러내는 

대표적 지표가 되고 있다. 

한편, 재해통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경향은 소규모사업장에서 재해가 다발하고 있으며, 서비

스업의 재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사업장의 재해는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검토를 생략

하고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2009년 재해율을 서비스업종별로 보면 위생서비스업(1.62), 음식숙

박업(1.48), 건물관리업(0.76), 교육서비스업(0.58), 도소매업(0.54), 보건복지사업(0.34) 순으로 높다. 평

균재해율을 웃도는 업종들이 확인되고 있다. 재해자수로 볼 때도 음식숙박업이 7,261명, 도소매업이 6,943

명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재해자 비중은 제조업 다음으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서비스업에서도 영세

사업장에서 재해가 다발하는 것이 확인된다. 서비스업 재해는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에서 재해율

이 0.97로 가장 높고 재해자수가 12,635명으로 가장 많으며, 규모가 클수록 재해율과 재해자수가 감소하

여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율은 0.21, 재해자수는 1,665명이다. 서비스업에서 발생되는 재해는 주로 재

래형 재해라고 할 수 있었다. 재래형 재해란 관리여하에 따라 예방가능한 재해들로서 미끄러짐, 협착, 추

락, 절단, 베임 등을 의미한다. 서비스업의 재해자수는 미끄러져 넘어져 발생된 것이 전체 재해의 약 1/3

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약 1/10로 두 번째로 많고, 뒤이어 추락, 작업관련질병(근골격계질환이 

대부분), 절단/베임/찔림, 충돌, 감김/끼임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음식숙박업에서 교통사고는 25.3%

를 차지하는 재해형태로 가장 높은 원인 중의 하나였다.118 교통사고는 배달과정의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음식숙박업에 다수의 청소년들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재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재해를 입어도 산재신청을 잘 못하고 있을 

것을 감안한다면, 이 결과들은 매우 놀랄만한 것이 분명하다. 서비스업은 비정규직과 여성의 비중이 높

으며, 연령분포도 업종에 따라 쏠림현상을 보인다. 당연히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낮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도 제외되어 있는 등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에 놓여있다. 

3. 취약노동자들의 현실 : 보호되지 못하는 취약노동자 건강권

희망이 없는 노동,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는 나쁜 일자리, 그리고 하나였던 기억의 상실은 취약

116　"현대자동차의 산업재해율은 2004년 이후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8년 산업재해율은 1.54%로 전년의 1.68%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국내 제조업체 평균 산업재해율에 비해서는 여전히 다소 높은 편입니다.( 현대자동차 2009 지속가능성 보고서, 58쪽)" 2008년 제조업 평균재해율은 

1.15 %였다. 

117　사망률의 국제비교는 사고성재해에 의한 사망만을 따진다. 영국의 경우는 09/10년에 151명이 사망하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0.5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1447명이 사망하여 10만명당 10.7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 비하면 무려 20배나 높은 

수준이다. 

118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연구용역으로 김현주 교수가 수행한 "2009년도 맞춤형 시험 원인조사 및 서비스 산업 재해예방 사업모델 개발 

연구(2010)"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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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는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공부를 못했거나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감수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이다. 

2) 무기력한 정부 - 사업주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제와 규제이행의  조건 구축에 실패

위험에 대한 부정이 가능한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의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지만 법을 어기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서 필수적 인력이라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도 중요하다.120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넓지 못하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더라

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미끄러짐 사고와 근골격계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음

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와 교육의 책임이 없다. 그 이유는 산

업안전보건법에 적용제외의 조항이 있어서, 서비스업의 경우 전기나 가스 사용량이 일정수준에 도달하

지 못하면 법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121 최근 서비스업의 재해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중에서도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마저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사업주처벌 조항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왔다. 과거에는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과

태료로 전환하였다. 벌금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순

응하는 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당시 노동부는 장담하였다. 그러나 이천참사와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문제

로 인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 났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사업주

가 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우선 ‘시정조치’를 명령하도록 했던 것이다. 감사원에서는 

집무규정이 법적 근거 없이 시정조치를 남발하도록 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였고, 최근 노동부는 법 개정

을 시도하였다. 이번에는 과태료를 법위반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한 사업장

에 대해 근로감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리 현실에서는 과태료 깎아주기에 불과한 

것이다. 노동부는 애초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벌금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도입한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과태료를 깎아주는 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업주 처벌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이다. 반면, 소방공무원들은 소방법을 위반한 사업주들에게 원칙대로 처벌을 함으로써, 사업주들이 산업안

전보건법은 몰라도 소방법은 아는 상황을 만들어내었다. 최소한의 처벌 없이 기업주를 설득함으로써 안전

보건상의 기업주 책임을 이끌어내겠다는 노동부의 발상은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122

120　한국의 현실에 대한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높은 수치의 산업재해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이나 근로조건보다는 근로자의 체류자격 조사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사회권규약 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이들 및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121　한국정부는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1차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보고하였다. 사업장내의 유해성이 낮아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제외하였다는 것이다. 77(d) 에너지 사용이 일정량 미만으로 유해성이 낮은 도매업, 소매업, 식품업, 숙박업, 부동산업 및 사회서비스업. 

소규모사업장일수록 재해가 높다는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잘못된 논리이다. 

122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전문가들로부터 ‘기업주 설득 모델’은 정부와 노동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전문가들도 문제를 왜곡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동자의 안전보건 대표권과 같은 ‘노동자 참여 모델’은 한국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이유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된다. 

하니 외주를 주자’는 의견이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시되었다. ‘사고의 근본 문제 해결은 없이 외주 노

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였더니,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그렇네요.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노동자들 중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계층을 의도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사례 만들기’를 

통해 전체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자본의 오래된 방식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길들여지다 못해 자본

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없애버리는 편한 방식으로 외주화가 이미 많이 사용되어 왔다. 진정한 문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노동자들이 대다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는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하는 동질감이나 감정적인 연대가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장면 5. 환경미화원들은 옷과 몸의 오염이 심하여 샤워시설과 세탁시설이 필수적이다. 송파구청에서는 구 

예산으로 정규직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송파구 곳곳에 전셋집을 마련하여 샤워 및 세탁시설을 제공하고 있

지만, 민간위탁회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장

지동 차고지 컨테이너박스에서 씻고 쉬어야 한다. 20년 전 생활쓰레기 수거업무가 민간 위탁되었고, 음식

물쓰레기는 9년, 재활용쓰레기는 3년 전에 민간위탁이 되었다. 그 전까지 모두 구청소속의 환경미화원들

이었다. 송파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외쳤다. 

“여기 당신들의 동료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식구가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송파구청의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였다는 기억은 불편한 것이었다. 정규직 

환경미화원들로서는 ‘내 권리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 놀라운 것은 기억상실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것이다.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

에게 있다. 하지만, 노동자 내부의 연대감 상실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4. 취약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메커니즘

1) 위험의 부정 - 비교하기와 개인의 문제로 만들기

일반적으로 기업주들은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관리의 의무가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무조건 잡아떼기’ 식으로 위험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영

세사업장 사업주나 비제조업 사업장에서 흔한 형태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고 있는 제조업 사업

주들은 ‘기준과 비교하기’를 통하여 이것은 위험수준이 아니라며 위험요인을 부정하는 세련된 기법을 구

사한다. 그런데 ‘무조건 잡아떼기’라는 것도 토론을 거듭하다보면, ‘더 위험한 곳과 비교하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사업주들은 ‘우리가 공장도 아닌데, 뭐가 위험하냐?’

고 묻는다. 영세한 공장에 가보면 ‘우리가 건설업처럼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아닌데 뭐가 위험하냐?’고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광산과 비교한다. 광산에 가면? 그곳은 ‘막장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자본이 위험을 부정하는 기술은 ‘비교하기’라고 단순화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양념처럼 덧붙이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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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건강권은 전체 인권의 문제이다. 노동의 기본권이 실현되지 않는 일자리에서는 건강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일자리에서 건강이란 무의미하다. 나쁜 일자리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양산을 중

단하고,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업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서비스업종의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유해요인이 적다는 잘못된 판단은 이제 거두어져야 한다. 산재보상보험법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선별적 산재보험적용은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주처벌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의적 법위반에 의해 산재사망이 발생하였을 경

우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취한 모든 기술적 

대응들은 산재사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였다. 사업주처벌만이 산재사망을 적극적

으로 감소시키는 길임을 확인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몰라서 피해를 입을 기업주를 고려하기 이전에,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얼마나 알리려고 노력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충분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법

준 수에 나서지 않는 사업주들로 하여금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벌금부여는 매우 중

요한 도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법집행과정에서 실질적 사업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되어

야 한다. 원청사업주의 책임이 더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2) 발언권이 보장되도록 하자

첫째, 건강을 위해 조직하자(Organize for Health)!

이 슬로건은 전 세계 건강권 운동의 공통된 단일 슬로건이다. 서비스연맹에서 의자캠페인을 

진행하여 대형마트의 계산대에는 의자가 놓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계산원 노동자는 잠깐도 앉아보지 못

한다. 노동조합이 없이 개인의 용기만으로는 앉을 권리가 확보되지 못하는 탓이다. 베스킨라빈스나 맥도

날드, 롯데리아 그리고 편의점들에도 의자가 놓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서

서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들,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고서는 의자를 요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노동자의 건강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건설해야 한다. 

둘째, 대표권을 제도화하자

미조직노동자들의 발언권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떠한 개인도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당

할 걱정을 하지 않고 작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는 없다’는 유럽사회의 결론은 한국사회에

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유럽에서는 노동자들 또는 산별노조가 사업장 또는 지역의 노동자들을 안전보

건 문제를 대표하여 사업주와 대화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대표자 제도를 법에 명시하여 운영 중이다. 호

주의 경우 지역안전보건대표자는 조합원이 없는 사업장도 자유롭게 출입이 허가될 정도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으나,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진정한 대표

권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정부가 건강권을 침해 - 존중의 의무 불이행

그 뿐 아니라 정부는 스스로 나서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고용한 노

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킨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다. IMF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광풍 속에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몸무게를 줄이라는 요구에, 지자체에서는 

단순사무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길을 택하였다. 그 결과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하루아침에 기존 월급의 60 %만 받게 되었고, 더 많이 일해야 했으며, 더 누추

한 곳에서 쉬게 되었고, 씻을 곳조차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다. 2009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결과

에 따르면,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6.9 %였으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16.8 %나 

되었다. 그 밖에도 돌봄 노동을 비롯한 새로운 노동시장의 형성과정에서 정부가 나쁜 일자리를 유도하는 

것 또한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 사업주 책임 떠넘기기 -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사업주들은 아예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으며,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이 본격적으

로 등장하였다. 2008년 말 현재 특수고용직노동자는 2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0만 명의 특

수고용직노동자(학습지교사, 보험판매원,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만이 산업재해보상법의 적

용을 받고 있다. 그나마 보험료의 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탓에 실제 보험적용 노동자는 6만 명에 불

과한 실정이다.123 하청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책임이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부여되기 때문

에 실제로는 어떠한 책임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여수산단에서는 화학공장의 대정

비보수작업에 투입되는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화

학 장치산업에서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장치를 소유한 원청사업주가 작업허가나 출입허가까지 발급하

고 실질적인 보수공사에 대한 감독까지 수행한다. 그런데도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건설노동자를 고용한 하청회사의 사업주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측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자신이 발암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도 모르는 채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그 결과 여수지역 건설노동자들에게는 백혈병, 림프종, 폐암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5. 문제 해결의 방향

1)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자

한국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정책이 미흡하며, 현재의 규제조차 실제

로 작동하도록 하는 조건을 사회적으로 구축하는데 소홀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건강권

을 침해하는데 정부가 나서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한국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존중, 보호, 실현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환이 이루어져

야 한다. 

123　이 문제는 2009년 NGO에서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NGO's alternative report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3차 

정부보고서의 미흡한 점으로 지적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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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얼마에 유족과 회사가 합의하고 끝나는 일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영국 등에서 고인의 명예

와 남은 동료들을 위해 사업주가 처벌되기를 원하는 유가족들의 운동은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토론주제

1. 한국의 노동자 건강권 실태에 대한 UN 사회권위원회의 우려지점과 권고사항에 대한 평가는? 

3차 산업재해(제18항)

 [47]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이들 및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 

2차 [우려사항]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재해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함. 이는 산업안전 관련 규제의 완화와 근로

감독관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로 보임 

1차 산업안전 규제 확대(제19항)

 [11]산업안전에 대한 규제를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함

  [우려사항]작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무척 놀랍게 생각함. 정부가 이 문제를 효

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무척 놀랍게 생각함(제12항)

 - 내용의 적절함

 - 정부에 대한 영향(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올해에도 충원되었다)

 - 건강권 운동진영의 과제

2. 전체노동자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할까? 

 - 소비자, 주민, 학생, 환자와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와 노동자

3. 산재사망 기업주에 대한 처벌강화는 가능한가?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기업살인법

 - 특별법(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3) 연대하자

첫째, 정규직은 비정규직과, 조직된 노동자는 미조직된 노동자들과 연대하자. 

감정적 단절, 동질성의 상실은 건강권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 최근 금속노조에서는 소속 사업

장의 발암물질 조사를 하면서 발견된 발암물질 제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비조합원까지 정

보를 공유하는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직업성 암환자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준

비 중이다. 노동조합의 건강권운동은 처음부터 연대를 고려하여 기획할 수 있다. 위험한 작업을 비정규직

에게 넘기지 말자는 호소는 연대의 회복 속에서 동의를 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소비자와 노동자, 지역주민과 노동자가 연대하자.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서서일하는 서비스가 끼워 팔기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원

하지 않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소비자운동은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연대이다. 2008년 서비스연맹의 의

자캠페인이 성공한 것은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청소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은 청소서비스를 위해 청소업무 민

간위탁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비용절감을 위해 환경미화원의 월급을 60 %로 깎아버리고, 복지혜택을 대

폭 축소해버렸다. 더 나은 청소서비스를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강화되었지만 고용불안으로 인해 

모든 문제들이 덮여져 드러나지 않고 있다. 노동자를 위협하지 않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연

대가 공공노동자를 지킬 수 있다.124

공공노조에서 진행하는 따뜻한 밥한 끼 캠페인은 여러 사회단체와 함께 하고 있으며, 대학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학생들과의 연대가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간병노동자들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환자 및 보호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6. 아직 검토되지 못한 주제

 첫째, 우리사회의 건강권에서 말하는 건강의 수준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를 들어, 다

음과 같은 질문들이 이 주제 속에 포함된다. 

-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피로예방은 건강의 목표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를테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탈진하지 않을 권리를 노동자들은 가지고 있는가? 

- 자본주의 초기 공장을 돌리기 위해 필요했던 성인남성의 건강수준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벗어난 건강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여성노동자의 건강문제는 노동자 건강검진 항목에서 어떻게 고려되

고 있는가? 

 둘째,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거래하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 사업주의 법위반이 명백하며 그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서 

124　송파구에서는 송파시민연대와 송파촛불이 지역의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활동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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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급여율 15% vs. 정부 기초노령연금 축소방안).

○ 고용보험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지님. 이에 실업

부조제를 실시하여 사실상의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해야.

4. 국가재정 확충 및 복지재정 마련

○ 2009년 한국의 국가재정은 GDP 34%로 OECD 

평균 45%에 비해 11%포인트 낮음. 같은 해 한국의 

GDP가 약 1천조 원이므로 무려 110조 원 부족. 우리나

라 복지재정은 대략 GDP 9%대 수준으로, OECD 평균 

약 20%에 비해 11%포인트 작음. 국가재정 지출 차이 

110조 원은 다름 아닌 복지지출 부족분. 

○ 직접세 세입 확대해야(사회보험료 포함). 핵심은 

소득세(OECD 평균에 비해 GDP 5% 부족)와 사회보험

료 상향. 조세형평성에 따른 저항을 감안할 때 소득세 확

대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해 실현하는 게 적절. 사회복

지세는 세입과 지출을 연계하는 목적세로 지출 불신 문

제를 넘어설 수 있음. (사회복지세 위상: 보편적 직접세 

vs. 부유세).

○ 사회보험 재정도 적극 늘려야. 사회보험의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율을 상향해야. 가입자의 부담

이 늘어나지만 이를 통해 확보되는 급여가 훨씬 커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는 연대효과가 발생. 근래 전개되는 ‘건

강보험 하나로’ 운동 주목해야.

5. 모델 효과와 주체 형성

○ 노동시장, 사회보험, 복지 개혁을 위해선 이를 추

동할 주체가 형성되어야. 현재 우리나라엔 이를 위한 주

체 미약. 특히 전통적 노동운동의 쇠퇴는 우려할 수준.

○ 근래 시장만능주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시대적 조

류는 ‘진보’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 ‘무상급식’은 단순히 

도시락 수준을 넘어 ‘보편 복지’ 화두를 우리사회에 제기.

○ 이후 노동운동의 정규직주의 극복, 대/중소기업 

관계 민주화, 사회보험 혁신, 복지재정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통해 모델 사례를 만들어 내야.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를 해결하는 운동주체

도 형성될 것.

 

4. 근로빈곤층의 일자리와 Decent Work

'사회적 포섭과 근로 빈곤'

발표자 /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근로빈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1. 악순환 트라이앵글에 빠진 근로빈곤층

○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모델은 노동시장에서 가능

한 정규고용을 실현하고, 이 토대 위에서 조성된 국가재

정(세금, 사회보험 등)을 수단으로 보편복지를 추구.

○ 하지만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가 

득세하면서 케인즈주의 선순환 모델이 도전에 직면. 서

구 선진국들은 실업, 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갈등을 거치

며 조정 작업을 벌이는 중.

○ 반면 한국은 노동시장의 불안정화가 더욱 심각하

고 국가재정과 복지도 취약한 상황. 즉, 사회구조적으로 

위기 양상이 깊고 사용가능한 수단은 제약되어 있는 현

실. 게다가 진보적 사회세력의 힘도 미약. 악순환 트라이

앵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구조, 사회운동 모두 한계 지

님.

○ 이러한 현실에서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포섭

은 어떻게 가능할까?

2. 노동시장의 불안정화 대응

○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는 기업구조 간 격차가 반영

되어 있음. 따라서 가능한 초기업, 초업종적으로 해결방

안 마련해야.

○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임투화

  - 현재 최저임금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에 대

한 국민들의 비판의식도 존재. 이에 노동운동은 임금투

쟁의 기본 틀을 최저임금에 집중해야. 더 이상 기업별 임

금투쟁만으론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워. 최저임금 활

동에 보다 집중해야.

○ 기업 간 관계의 민주화

  -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은 사실상 기업 간 차별

의 결과.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청기업에 의해 불공정, 비

민주적 관계에 놓여 있고, 이것이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를 사용하는 압박요인이 되고 있음.  

  - 납품원가 하향 금지: 원하청 단가 계산과정에서 

원청회사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하청회사의 

생산성 향상분을 단가인하에 반영하는 관행 금지. 

  - 납품원가연동제: 납품원가에 노무비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된 원가연동제 실시.

  - 원청이윤공유제: 원청회사의 초과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하청에 지급하는 노무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원청회사에 배분되는 성과금과 상여금의 일부도 하청노

동자와 공유.

3. 사회보험의 내실화: 사각지대 해소

○ 노동시장의 불안정화가 노동소득(보험료)을 토대

로 하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낳고 있음. 특히,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제도 내부자(정규직)와 외부자(불

안정 노동자) 사이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진적 효과까지 

초래.

○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내부자는 평균 1.8배의 수

익비 예정(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보험료 대비 약 3.6

배). 이에 보험료를 그대로 둔 채 급여를 높이면 내부자

/외부자 격차는 더 커짐.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법은 기

초노령연금을 보편 연금으로 공고히 하는 것(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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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정 노동을 통한 정신적, 심리적 스

트레스의 과중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산재'임을 입증

하려면 상당 수준 '작업장의 장기적인 유해 요인 축적'을 

통해서 이들 질환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제는 이들 '잠재적 유해요인'을 통해 이들 질환을 발생

한다는 것을 과학적 지식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상당 수

준 대규모 역학조사와 복잡한 수준의 리스크 관련 통계 

조사를 통해서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도 (급작스럽게 노출 즉시 증상이 유발되지 않는 수

준의)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장기적인 유해요인 축적을 

통해서 발생되는 질환들의 경우에는 논쟁이 '유해 요인

이 작업장 요인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 수준으로 축소

되기 일쑤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는 '역학 조사할 권리'에

서 멈추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우리나라에서 노동자가 

과로나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 사망했을 경우에나 사회

적 관심이 환귀되는 것도 이런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저자의 글에서 사례로 나타났듯이 신자

유주의로 인해 공장의 위험한 공정과 작업들이 외주화

를 통해 쉽게 비정규직이나 다른 계층의 노동자로 이전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의 표현대로 노

동자들의 계급적 연대 의식 약화로 이러한 일이 보다 일

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

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고민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폭력적인 외주화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다

반사이긴 하나 유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 테크놀

로지' 도입 또한 이런 과정을 촉진시킨다. 실상 테크놀로

지 개발과 도입 또한 상당 수준 생산력을 기반으로 했을 

때에나 도입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불가능한 중소기

업이나 불가피한 작업 공정 등의 경우 문제의 해결을 간

단하게 싼 노동력을 살 수 있는 외국으로 돌리거나 거의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 몫

이 떨어진다. 또 하나는 이렇게 '안전한 테크놀로지의 도

입' 자체가 대량의 숙련 노동자들 전부에게 적용되기보

다 상당부분 자본의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일부에게만 

적용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작업장 내 안전'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볼 수 없는 문제점들이다.

  또 다른 하나로 고민해야 할 것은 작업장 내 공중

위생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에이즈 감염인의 노동권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성원들이 노동에 참여할 권리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에이즈 감염인의 노동

권은 가장 직접적으로 이 패러다임과 부딪히며, 만약 산

업 현장의 '건강'이 제일 초점이 될 경우 이들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묘연하다. (특히 보건의료직종

의 경우 직접적인 '권리 충돌'의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 충돌을 비껴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는 감염인들로

부터 감염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지식을 통해서

인데, 노조가 '사전 예방의 원칙'을 강조하는 경우 얼마

나 비껴날 수 있을까?) 또한 저자의 사례에서 드러났듯

이 어떤 해당 공정이 여성에게, 장애인에게 위험한 것이

고 표준적인 남성 노동자의 작업 참여를 통해서만 안전

하다고 할 경우 우리는 '노동 속의 분리'에 얼마나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노동에 참여할 권리'

와 '노동으로부터 안전하고, 소외되지 않을 권리'를 얼마

나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걸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당장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가 강조한대로 국가와 기업주, 노동자, 그

리고 전문직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고, 강조되어야 한

다. 그러나 만약 국가와 기업주 노동자 삼각편대가 특정 

작업장 내 안전과 건강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저자가 쓴 

사례처럼 '누가 더 작업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에 

관한 수준의 논쟁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위험의 보

편성'을 강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위험의 보편성'이 당장 '위험의 제거' 방식으로 가능하다

는 것은 여전히 문제를 개별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현재 

자본주의가 어느 수준 이상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 '위험 

제거'를 넘어서 항상 위험을 '관리'하고 '재분배'하고 있다

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다양한 사회 성원들의 민주적 개입이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4. 근로빈곤층의 일자리와 Decent Work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발표자 /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는 

확장될 수 있는 권리일까

최은경(토리) / 서울대 의과대학 의사학 교실 박사과정, 여성주의 의료

생협 활동가

  주로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활동 해 왔던 저자

의 글을 읽으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의 '작업 조건'에 관

한 고민을 확장시키려는 저자의 노력에 나 나름의 경의

를 표하고 싶다. 나 스스로는 '노동건강 운동'이 대기업 

생산라인의 건강권을 벗어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을 

때가 있지만 노동건강운동 활동가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그 동안의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현

장 노동건강운동 활동가들의 고민과 실천, 문제의식들

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치열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토론에 앞서 나의 경험과 고민을 털어 놓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의과대학 학생 시절 노동현장활동이란 

명칭 하에 몇 개 대기업 사업장에 노동 건강을 이슈로 

여름 방학 현장 활동을 다녀 온 경험이 있다. 현장 활동

이라고 하면 농민/노동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학생들

이 '노동의 가치와 땀'을 배우게 하고 잠시만이라도 '삶과 

생활'을 공유하면서 학생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보

건의료학생들의 ‘노동현장활동'에서 노동 건강을 고민하

고 실천한다는 명목 하에 할 수 있었던 활동은 작업장의 

위험성을 체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과 강연을 듣

는 것이 전부였다. 이들 활동은 작업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 자체가 거의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나마의 가

능했던 대중적 활동들이긴 하다.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

한 보건의료학생이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꿈꿀 수 있

는 것은 '건강한 노동 현장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과 스스로의 불철저한 전문성을 

탓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의대생으로서 나는 당시 내가 '

평가'하고 '체크'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 못내 불편

했고 왜 노동자의 건강권이 나나 모든 이의 권리가 아니

고 다른 이의 권리로만 이해되어야 할까 계속 궁금해 했

다. 

  저자가 국가-기업-노동자의 삼각편대(+안전보건

서비스)가 노동자 건강에서 주요한 핵심 주체로 상정한 

것은 그간의 이와 같은 노동 건강 운동과 활동들이 주요

하게 수렴된 하나의 '구조'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근거한 활동은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전문적 지식을 통해 작업장의 '리

스크'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지가 

이들 전문가의 중요 임무가 된다. 이 정도의 자본주의 

내 안정된 리스크 관리 구조도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산재 인정이 주로 근

로복지공단의 다분히 정부 및 기업주 중심의 관료적 판

단에 근거해 있는 부분은 여전히 주요한 고민 지점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작업 현장에서의 건강할 

권리가 전문가에 의해, 그리고 국가-기업-노동자라는 

구조 속에서 작업 현장의 리스크 관리의 한 부분으로 수

렴될 때 내포될 수 있는 문제점은 보다 복잡하다. 그건 

상당 부분 과거의 포드주의식, 테일러주의식 대규모 공

장이 산업 발전의 핵심 부문으로써 기능할 때에 주로 가

능했던 패러다임이고 저자의 글에 나타난 대로 서비스

업 등 과거 노동자들의 정체성과 다른 다양한 성별과 연

령대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장, 혹은 그 보다 더 열

악한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건강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

게 표현될 수 있을지조차 오리무중한 상태이다. 

  이 문제가 복잡함을 보여주기 위해 예를 들어 보자

면 다음과 같다. 이를테면 과거처럼 급작스러운 유해 물

질의 노출을 통해 이른바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노동자를 유해한 상태에 놓게 한 책임이 분

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이나 다른 유연성

이 강조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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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아일랜드

‘When a bag becomes manifesto’ 

 "가방이 선언(Manifesto)이 될 때"

이것은 2010년 제주인권회의의 기념품이자 옥인 콜렉티브가 고안한 가방의 타이틀이다. 

재개발의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기물 수거용 비닐 자루를 소재로 채택하여 

김도영(Needlework)과의 협업으로 수제 제작한 한정판 컬렉션.

지난 4월 백남준 미술관에서 있었던 옥인 콜렉티브의 퍼포먼스 '옥인 매니페스토-5분간의 혁명'의 

변주이기도 한 이 가방은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보면 한 사람의 개성과 생활을 상상할 수 있듯이, 

당신의 가방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며 일상의 순간순간이 삶의 선언과 같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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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아일랜드

패닉룸("당신이 원하신다면" "As you like it")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방송할 수 있습니다 

You can broadcast whatever you want. 

2010년 제주인권회의 기간(8.25-27) 동안 옥인콜렉티브는 컨퍼런스 장소 내에 ‘패닉룸(안전실)’을 

설치한다. 패닉룸은 옥인 콜렉티브의 새로운 작업인 <<인터넷 라디오 스테이션 STUDIO+82>>의 

일부이다. 

컨퍼러스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내용이든 어떤 형식이든 ‘패닉룸’에서 방송하실 수 있습니다. 

그간 각각의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기획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지지 호소, 기막힌 사례 발표,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사적인 비밀 토크(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나 오디오 방송만도 

가능), 컨퍼런스에 대한 의견, 자랑하고픈 개인기, 예술과 작가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말 등등 인터넷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든 참여 가능합니다. 

패닉룸에서 녹화된 내용은 9월 한 달간 테이크아웃 드로잉(한남동)에 있을 옥인콜렉티브의 전시 

“콘크리트 아일랜드”의 프로그램인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콘크리트 아일랜드

키오스크, 가판대  

기생(寄生) 

옥인 콜렉티브는 불안정한 도시생활에서 더욱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작가들의 삶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탄생한 만큼 공생을 모색하는 생계형 그룹을 지향한다. 옥인은 ‘생계형 키오스크’ 즉 가판대를 

테이크아웃드로잉에 설치한다.  

콘크리트 아일랜드_생계형 키오스크, Takeout Drawing(Hannam) 2F_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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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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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해명의 필요성

-  기존 논의: “국제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것”135이며, “인권영역에서 유엔의 활동을 위하여”136, 각 

국에서 활동하는 “국제법의 대리인”(agents of international law)13�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이라는 논거를 넘어서 한 국가의 통치구조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가 필요

-  ‘규제학’(regulatory studies)의 이론적 성과를 활용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인권보호증진방법의 특이성을 

해명할 필요가 있음

- 인권위에 대한 왜곡된 비판에 대응하고 인권위의 위상과 기능을 바로 잡는데 기여

I I. 국가에 의한 인권 보호

1. 국가에 의한 인권보호

●   모든 국가기구가 복무해야할 이념적 목표: 인권의 보호와 증진

●  근대국가의 인권보호방법: 입법화(legalization)138

2. 국가와 법에 의한 인권 보호의 한계와 문제점

(1) 현대국가의 법적 규제와 사회이론의 비판

●  체계이론(systems theory):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사회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134　Australian Human Rights Centre and Human Rights Institute of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 Overview of the Asia Pacific Region”, International Journal on Minority and Group Rights, 7 (2000), 207-278쪽; 

S. Carden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in Asia”, J. Montgomery and N. Glazer, Sovereignty under Challenge: How 

Governments Respond (2002), 55-82쪽; R. Murray,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t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Levels: The Experience of Africa (2007); V. Ayeni, L. Reif & H. Thomas (eds), Strengthening Ombudsman and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Commonwealth Small and Island States: The Caribbean Experience (2001); B. G. Ramcharan (ed), The 

Protection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2005); K. Hossain et al. (eds), Human Rights Commissions and Ombudsman 

Offices: National Experiences throughout the World (2001); B. Burdekin (e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2006); J. A. Mertus, Human Rights Matters: Local Politic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2009); Commonwealth 

Secretariat, Comparative Study on Mandate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Commonwealth (2008).

135　S. Cardenas, “Emerging Global Actors: the United Nation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lobal Governance, 9-1 

(2003), 23쪽.

136　UN NHRIs Handbook, para. 39.

137　R. Carver, “A New Answer to an Old Questi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the Domestication of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Law Review, 10-1 (2010), 1-32쪽.

138　M. Loughlin Sword and Scales: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Politics (2000), 202-208쪽; “Introduction: 

Realizing Human Rights”, in T. Campbell, D. Goldberg, S. Mclean and T. Mullen (eds), Human Rights: From Rhetoric to Reality (1986); 

C. Gearty, Can Human Rights Survive? (2006), 62쪽 이하

국가에 의한 인권보장의 한계와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I. 들어가며

●  국가인권기구: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125 세계적으로 설치된 새로운 정규 국가기구126 → “민주

주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a sine qua non of a democratic society)12�

●  국내 기존 국가인권기구 연구: 국제인권법의 관점128;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정이나 이후 활동에 대한 

평가와 분석129; 인권위 설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동학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주목하는 사회학적 고

찰130;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어떤 변수들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131;(헌)법이론적 

차원에서 조망한 몇 편의 저술132

● 국외 연구: NGO나 국가기관들의 보고서133,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가까운 연

125　국가인권기구는 결코 후진국에 필요한 기구가 아니다. 예컨대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유럽 선진국에서도 국가인권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G. De Beco,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Europe”, Human Rights Law Review, 7-2 (2007); G. De Beco, 

“Networks of Europea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uropean Law Journal, 14-6 (2008), 860-877쪽 참조.

126　전세계의 국가인권기구의 숫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Forum에서는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가 약 60개라고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Chart of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ccredited by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ttp://www.nhri.net/2007/

List_Accredited_NIs_Dec_2007.pdf),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약 280개에 달한다고 말한다; S. Cardenas, ‘Adaptive States: the Prolifera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rr Center for Human Rights Policy Working Paper T-01-04. (2001), 11-16쪽.

127　B. Dickson, “The Contribution of Human Rights Commissions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Public Law (2003), 285쪽.

128　임재홍,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원칙: 유엔의 설립권고안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15호 (1999), 44-70쪽;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법학논총(이화여대)』, 제3권 1-2호 (1999), 157-188쪽; 박찬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법학논총 (한양대)』, 제23권 3호 (2006), 181-199쪽;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법학논총 (한양대)』, 

제26권 3호 (2009), 85-102쪽.

129　백운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2);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의 법과 현실: 

운영 첫해의 경험을 중심으로”, 『헌법학 연구』, 제8권 제4호 (2002); 2006년 인권위 5주년을 맞아 『민주법학』 제33호와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제2권에 실린 인권위 5년 평가 특집 참조.

130　최석현, “한국의 사회민주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분석을 통한 고찰”, 『사회발전연구』, 제10집 (2004), 115-151쪽.

131　구정우, “세계사회와 인권: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1978~2004”, 『한국사회학』, 제41집 3호 (2007), 287~322쪽; 또한 J. Koo and F. O. 

Ramires, “National Incorportaion of Global Human Rights: Worldwide Expansion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1966-2004”. 

Social Forces, 87-3 (2009), 1321-1354쪽.

132　오동석,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주의적 정당성과 그 정당화 과제”, 『아・태공법연구』, 제39집 (2001); 임지봉,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제2권 (2006), 1-29쪽; 이성환, “인권법의 과제와 인권위원회의 위상”, 『헌법학연구』, 제6권 제4호 (2000); 이상돈, 

『인권법』(세창출판사, 2005) 등 참조.

133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Performance and Legitimacy: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2000); 

M. Kjaerum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mplementing Human Rights (2003); Amnesty International,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mnesty International's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2001); 

B. Lindsnaes, et al. (ed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rticles and Working Papers (2001);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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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등)

-  헌재: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의 해석에 대해서 헌법재판

소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 비로

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93헌가14]이라고 판시

-  두 가지 극단적 상황: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사회자율성 침해 또는 사회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대처

(3) 사법적 권리구제의 한계

사법적 권리구제의 한계14�: 소송 비용, 소송 시간, 사법부 고유의 보수성 (기존 법리 고수)148; 

적대적인 당사자의 사이의 화해나 생산적 결론 도출 불가; 해당 사건에 대한 구제만 가능;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인권을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149; 인권의 탈정치화150

II I. 국가인권기구를 통한 새로운 인권보호의 방법

1. 새로운 규제방법의 등장

●  명령통제식 규제방법을 극복하는 새로운 규제방법의 모색151

- 다양한 국가를 단일한 규제자로 설정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함께 규제에 

147　B. Niven, “The EHRC: Transformational, Progressively incremental or a Disappointment?”, The Political Quarterly 79 (2008), 

49-51쪽; B. Burdekin, “Human Rights Commissions”, in K. Hossain, L. Besselink, H. S. G. Selassie and E. Volker (eds), Human 

Rights Commissions and Ombudsman Offices (2001), 817-818쪽; Tarnopolsky,  “Race Relations Commissions in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uman Rights Law Journal, 6-1 (1985), 167-169쪽; 

Roberts and Palmer, Dispute Process: ADR and the Primary Forms of Decision Making (2005), ch. 2; B. Burdekin, “Human Rights 

Commission” in J. Hatchard (e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Commonwealth: Directory (1992), 106-107쪽; W. 

Tarnopolsky, “Race Relations Commissions in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uman rights Law Journal, 6, 1985, 167-169 W. Maslow and J. B. Rovison, “Civil Rights Legislation and the Fight for Equality, 

1862-1952”,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203 (1953), 363쪽 이하 참조. 

148　우리의 경우에는 헌법 제6조 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국제인권조약이 국내소송의 법원(法源)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조항들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직접 인용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의 

국가관행을 대상으로”, 『헌법학연구』, 제8집 4호 (2006), 35-66쪽; 정경수,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과한 한국 법체계와 경험”, 『국제법평론』, 

제28호, (2008) 참조; 이외에도 조홍석,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보장”, 『헌법학 연구』, 제4집 2호 (1998), 63-97쪽; 이명웅,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저스티스』, 제83호 (2005), 181-197쪽;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2003.10.27) 참조.

149　M. Freeman, “Putting Law in its Place: An Interdisciplinary Evaluation of National Amnesty Laws”, in S. Meckled-Garcia and B. 

Cali (eds), The Legalization of Human Rights (2006), 49쪽; C. Gearty, Can Human Rights Survive? (2006), 78쪽.

150　성희롱문제에 있어서 사법적 구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홍성수, “소송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에 대한 비판적 접근: 미국의 성희롱 소송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38호 (2010, 근간) 참조.

151　홍성수,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안암법학』 26권 (2008), 7-13쪽; B. Morgan and K. Yeung, An Introduction to Law and 

Regulation (2007); 또한 예컨대 다음을 참조. G. Teubner and A. Febbrajo (eds), State, Law, Economy as Autopoietic Systems (1992); 

G. Teubner (ed), Autopoietic Law (1988); G. Teubner (ed), Dilemmas of Law in the Welfare State (1986); J. Black, “Decentring 

Regulation” Current Legal Problems, 54 (2001); J. Kooiman (ed), Modern Governance (1993); R. Rhodes, Understanding 

Governance (1997).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기능 장애를 가져올 것139

●  대화이론(discourse theory): 국가의 법적 보호가 시민적 자율성의 침해 가능성 경고140 

●  포스트모더니즘: 국가의 중앙집중적인 인권보호는 다원적이고 맥락적인 인권개념을 담아내지 못하고 

법적 보호를 통해 오히려 주체가 수동화/고정관념화141 

●  토이브너(Gunther Teubner)의 “조종의 트릴레마”142: 법이 원래 추구했던 규제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

하면서, 오히려 법이 사회통합을 와해시키고, 사회의 요구는 법적 통합을 와해시키고, 결과적으로 법

과 사회과 서로 무관심한 상태에 빠지게 됨

(2) 명령통제식 규제의 한계

●  1980년대 이후 규제연구143: 현대 국가가 경제를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여러 

가지 법적 규제들이 실패했음. 

●  전통적인 ‘명령-통제식 규제’(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144: 규칙→감시→집행

- ‘국가중심적 규제’(state-centred regulation)

-  비판과 한계: ‘지식과 정보의 실패’; ‘(규제)도구의 실패’ 내지 ‘과잉규제’ 또는 ‘율법주의’(legalism); ‘이

행의 실패’(implementation failure); 포획이론 (capture theory) 등이 그것이다.

●  법을 통한 인권보호도 일종의 명령통제식 규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

●  하버마스의 비판: 사회복지국가의 법적 개입이 오히려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 

국가의 관료적 개입은 오히려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론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시

키고, 국가에 의해 주어진 권리를 수동적으로 부여받는 후견적 존재로 전락하게 됨 (‘복지국가 후견주

의’[welfare-state paternalism]145); 이것은 사회복지국가는 국가가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오

히려 시민들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데에 있어서 충분히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함.146 

●  사회권의 특징: 기준이 모호하고 자원이 확보되어야 함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

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

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라는 규정(제2조)

-  헌법: “○○의 권리를 가진다”(노동3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국가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여성복지, 환경권, 주거권 등); “○○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사회보장, 사회복지, 노인복지, 

139　N. Luhmann, The Differentiation of Society (1982); Soziale Systeme (1984).

140　J.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1981); Faktizität und Geltung (1992). 

141　D. Cornell, The Imaginary Domain (1995); J. Butler, Excitable Speech (1997).

142　G. Teubner, “After Legal Instrumentalism? Strategic Models of Post-regulatory Law”, in: G. Teubner (ed), Dilemmas of Law 

in the Welfare State (1985), 310쪽 이하; G. Teubner, “Juridification”, in G. Teubner (ed), Juridification of Social Spheres (1987), 22쪽 

이하 참조.

143　규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는 홍성수,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안암법학』 26권 (2008), 1-28쪽 참조.

144　위의 글, 5-7쪽.

145　J.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1996), 410쪽; A Berlin Republic: Writings on Germany (1997), 154쪽; J. Habermas 

The Inclusion of the Other (1998), 262쪽.

146　J.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1996), 417쪽; 이런 맥락에서 성희롱규제의 후견적 성격을 고찰한 홍성수,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여성주체의 문제: 하버마스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 『법철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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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분쟁을 “화해의 원리”에 기반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158 여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반드시 대립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이해가 가능한 협력적 관계로 파악된다. 이것은 인권

침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를 상호이해가 가능한 관계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159 국가인

권기구는 여기서 일종의 촉진자 역할을 한다.160

또한 국가가 사회를 규제하는 방법을 ‘법적 방법 vs. 자발적・협력적 방법’으로161 또는 ‘억압

적 모델’(repressive model) vs. 반성적 모델(reflexive model)'로 나눈다면,162 국가인권기구가 다른 관련

기관들과 관계하는 방법은 협력적이고 반성적인 모델에 해당한다. 억압적 모델의 방법이 위계적이고 수

직적인 관계 속에서 권위적으로 결정된 결정을 강제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반성적 모델의 경우

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예컨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하는 

경우 이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권력적인 명령이 아니라, 인권전문기구로서 ‘인권’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설득하여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2) 현대사회의 분화와 인권의 이행

 국가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기관 (경우에 따라 사적기관)의 관행과 정책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

서 감시하고 권고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기구가 다른 기관과 관계하는 방식은 독

특하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인권기구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다만 권고(recommendations)

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피권고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여전

히 피권고자에게 두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규제이론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어떤 

한 체계가 다른 체계에 대한 정보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어떤 한 체계가 다

른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기능적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

도 마찬가지이다. 인권은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이지만, 모든 가치보다 항상 무조건 절대적으로 우월한 

가치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권의 잣대로 다른 체계의 다른 가치를 무조건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이것이 다른 체계의 자율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인권’은 하나의 고려사항일 수는 있지만 다른 가치보다 무조건 우선시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본사 사옥이 장애인 접근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반인권적이지만, 그 

기업이 도산 위기에 몰려서 단 한 푼이라도 비용을 줄이고 있는데, 지금 즉시 수억원이 드는 장애인용 엘

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강제명령한다면, 그 기업은 도산하고 말 것이다. 기업은 이윤의 창출이라는 나름

의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인권은 그것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가치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러한 현실을 그대로 놔둔다면 하나의 가치에 불과한 인권은 매번 뒷방마루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158　 Brian Burdikin, “국민인권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1998), 522쪽.

159　한상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해석론”, 『헌법학연구』, 제8권 제4호 (2002), 104-107쪽 참조.

160　G. de Beco,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Europe”, Human Rights Law Review, 7-2, (2007), 341, 370쪽.

161　B. Morgan and K. Yeung, An Introduction to Law and Regulation (2007), 321쪽.

162　M. Hertogh, “The Policy Impact of the Ombudsman and the Administrative Courts: A Heuristic Model”, in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and L. C. Reif (eds), International Ombudsman Yearbook 2: 1998 (1999), 69쪽; L. C. Reif,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Good Governanc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13 (2000), 30쪽; L. C. Reif, “Introduction”, in L. C. Reif, The Ombudsman, Good Governance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2004), 18-19쪽.

참여하고 있음을 전제; NGO, 집단조직, 각종 위원회, 전문가조직, 회사, 공동체, 평가기구, 계약당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제3의 규제자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에 의존152; 피규제자는 단순한 규제

의 대상이 아니고, 규제자와 피규제자는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가 아님; 규제는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상

호작용의 결과물로서 구성

- 사회적 행위자들의 자율성에 의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대신, 사회적 행위자들 스스

로가 스스로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규제를 발전시켜나감153

- 새로운 규제방법의 동원: “사회적 행위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조직, 절차, 그리고 조종권한

의 새로운 분배를 규제하는 것”154; 직접적이거나 개입주의적이지 않고, 간접적이고 유연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규제대상자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그들의 행위는 단지 간접적으로만 규제; 규제 의도와 규제대상

자의 순응 사이의 단선적인 인과관계는 상정되지 않음; 유연하고 간접적인 방식인, 강제된 자율규제, 상

호규제와 협력적 교육, 설득, 인센티브에 근거한 메커니즘, 시장을 이용한 통제, 공시에 대한 규제, (정부

에 의한) 직접적 조치, 권리, 책임, 공적 보상, 보험-체제, 기준에 대한 승인 등의 방식에 의존; 이러한 다

양한 방식의 규제가 어떻게 동시에 또는 순차적, 보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2. 국가인권기구의 인권보호·증진 방법과 새로운 규제전략

→ 국가인권기구의 세가지 기능155: 자문-권고기능, 조사-구제기능(‘준사법적[quasi-judicial] 

구제’156 ‘비사법적 구제’15�), 교육-홍보기능

→ 국가인권기구의 인권보호증진방법과 새로운 규제방법의 유사성

1) 인권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와 상호작용

먼저, 국가인권기구의 인권보호와 인권구제에는 새로운 규제전략의 규제형태와 비슷한 현상

이 발견된다. 먼저 다양한 행위자의 등장과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국가인권기구에 진정할 수 있

는 주체에는 보통 제한이 없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인권기구의 분쟁해결방법에는 ‘조정’

이나 ‘화해’의 방법이 적극 활용된다. 피해자가 배제된 채 검찰과 가해자가 대립하는 법정과는 달리 인권

위의 조정절차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진행

된다. 국가인권기구의 조정절차는 설득과 합의의 과정이며, 이것은 법원과는 달리 국가인권기구가 인권

152　이러한 접근은 푸코의 ‘통치성’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M. Foucault, “Governmentality” in B. Burchell et al.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1991).

153　이러한 접근은 루만의 체계이론에 기반한 바가 크다. 앞의 루만 관련 문헌 참조.

154　G. Teubner, “Juridification”, in G. Teubner (ed), Juridification of Social Spheres (1987), 34쪽; 이상돈・홍성수, 『법사회학』(2000), 

223쪽 이하 참조.

155　UN NHRIs Handbook, III, IV, V.

156　UN NHRIs Handbook, para. 92, 220; L. Lindholt, and F. Kerrigan, “General Aspects of Quasi-judicial Compet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B. Lindsnaes, L. Lindholt and K. Yigen (eds), 앞의 책, 91-110쪽.

157　우리나라에서 비사법적 권리구제 방법을 사용하는 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들고 있는 이경주, “비사법적 구제”,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 『인권법』(2006), 205-2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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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169 “권력적 방식”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방식”으로 통해 인권을 실현

하는 기구이다.1�0

3) 다양한 규제 테크닉의 활용

또한 국가인권기구는 권고를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국가인권기구 권고가 

수용되는 이유는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의 양심”(the conscience of the nation)1�1으로서의 도덕적 권위와 

국민의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매력’1�2, 결정이 근거하고 있는 증거와 논증의 설득력, 공정하고 정

당하며 투명한 절차, 시민사회의 지지, 국제사회의 압력, (국가인권기구가 근거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

이 가지고 있는 통합력과 권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1�3 또한 인권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권기준의 

제시, 인권교육제공, 인권홍보, 인권상 수여, 인권교육방법 제공, 인권자료실 운영, 기업의 인권정책(policy 

statement) 수립 지원 등 인권이 이행될 수 있는 간접적 기제를 활용한다. 또한 인권침해・차별행위의 중

지와 원상회복・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징계, 인권교육 수강 등 다양한 구제조치를 선택적으로 유연하

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제를 넘어,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조치를 수반한다.1�4 이것은 강제력에 의

존하는 기존의 명령-통제식 방법과 대조적이며, 새로운 규제전략의 규제방법과 유사하다. 

실제로 국가인권기구는 진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이나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기법을 주로 활용한다. 우리 인권위법에도 합의를 권고(제40조)할 수 있고, 

당사자 신청이나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제42조). 법원의 구제는 대립하는 양당사

자 중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방법이다. 반면, 승자독식(winner-takes-all) 내지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당사자가 서로 협력적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

결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것은 특히 법적 논리로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나 경미한 차별 또는 

인권침해 사건에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증거 입증절차가 소송에서 만큼 엄격하지 않고,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과감한 판단이 가능하다. 예컨대 법적으로는 인권침해의 입증이 불충분한 사안도 인권기구에서

는 결정이 가능하다.1�5 그렇다고 모든 분쟁을 ADR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불법행위로서, 

처벌받아 마땅한 사안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처벌하게 한다.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169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의 서면인터뷰”, 『민주법학』, 제33호 (2007), 118쪽;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과 진로”,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제2권 (2006), 180쪽 참조.

170　이상돈, 앞의 책, 206쪽; 또한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실정화된 인권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인권공론을 형성하고 활성화시켜 국가기관들 

사이의 법적 대화를 촉진시키는 “의사소통촉매기능”을 수행한다. 같은 책, 241쪽 참조.

171　B. Dickson, “The Contribution of Human Rights Commissions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Public Law (2003), 284쪽.

172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의 서면인터뷰”, 『민주법학』, 제33호 (2007), 118쪽; 곽노현, 앞의 글(주45), 180쪽 참조.

173　M. Oosting, “The Ombudsman and his Environment: A Global View”, International Ombudsman Journal, 13 (1995), 11-12쪽; 

H. Johnson, “Ombudsman – Essential Elements”, in K. Hossain, L. Besselink, H. S. G. Selassie and E. Volker (eds), Human 

Rights Commissions and Ombudsman (2001), 787쪽; C. R. Linda,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Good Governanc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13 (2000), 28-30쪽; 이것은 

국가인권기구가 적절한 독립성 유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책임성과 효율성의 확보, 적절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UN NHRIs 

Handbook, para. 63-68).

174　B. Burdekin, 앞의 글(주23), 818쪽.

175　이것은 인권기구가 시정명령권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래서 국가인권기구는 다른 가치에 밀려 소홀하게 대접받기 쉬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의미를 ‘증

폭’시켜서 대상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한다.163 국가인권기구는 이렇게 다양한 사회

체계가 서로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상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일정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스스로 인권의 중요성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164

현대사회에서 각 체계의 분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루만의 이론틀을 빌리자면, 국가인권기구

를 통해 인권이 기업을 자극(irritation, perturbation)165하면서 인권체계와 경제체계가 상호진화하는 것이

다.166 이러한 자극을 받은 기업은 때로는 자신의 행동방식을 바꾸기도 하고, 당장 바꾸지는 않더라도 중

장기 계획에 수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설치가 현재 기업의 재정구조상 너무 힘든 일이긴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설치할 것을 약속하거나, 매달 차별철폐기금을 적립하여 3년 내에 장애인 접근

시설을 완비하도록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일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건물에 오르내리는 것을 도울 수 있

도록 전 직원이 교육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국가인권기구의 권고가 기업의 반인권적 행태를 

제고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권고는 기업을 명령하여 ‘조종’한 것이 아니라 간

접적인 영향을 주고,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국가인권기구의 권고가 이행되는 과정을 하나의 대화와 설득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권고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권고 → 피권고기관의 불이행에 대한 설명 → 재권고”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관련기

관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인권의 가치가 강조되고, 공개적으로 토론되고, 공감을 얻어냄으로써 최종적으

로 피권고기관에 의해 수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6� 시민사회와 공론영역에서 형성된 의사소통적 권력

이 적절한 절차와 법을 통해 행정권력으로 이행되어 간다는 하버마스(Habermas)의 이론틀을 차용하자

면,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에 관한 ‘공유된 믿음’의 ‘동기력’에서 나온 ‘의사소통적 권력’을 형성하고 활성

화 하여 ‘행정권력’으로 이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168

즉, 국가인권기구는 권고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그 권고의 취지를 살려서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은 그 회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다. 이것은 법원이나 행정부의 구속력있는 ‘판결’이

나 ‘명령’과 구분되는 국가인권기구만의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이른바 ‘연성권력’(soft 

163　따라서 인권위가 경제적 관점이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 물론 권고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나 정치의 

관점을 일부 수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인권기구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사유하는 것이고, 그 관점이 다른 관점과 교차하도록 그것을 

강조하는 기관이다. 이것은 인권위가 오히려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리면 안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164　S. Fredman, 조효제 역, 『인권의 대전환: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교양인, 2009), 343쪽 이하 참조.

165　N. Luhmann, Law as a Social System (2004), 383쪽; H. Moeller, Luhmann Explained (2006), 38쪽.

166　N. Luhmann, Law as a Social System (2004), 422쪽; G. Teubner, Law as an Autopoietic System (Oxford and Cambridge, 

Mass.: Blackwell Publishers, 1993), 61쪽; 이러한 점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인권과 다른 체계의 ‘구조적 연결 테제’, 다른 체계에 대한 

‘자극 테제’, 다른 체계에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충격을 완화하는 ‘충격흡수 테제’로 설명하는 Sung Soo Hong, "Regulatory 

Dilemmas in Human Rights Protection: An Analysis of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s a Solution", PhD Thesi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08, Ch. V 참조.

167　그런 점에서 인권위의 모든 결정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권위는 의사공개의 원칙 등 법으로 정한 

공개주의 원칙 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곽노현, 앞의 글(주5), 28-29쪽 참조.

168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인권구제의 특징을 “의사소통적 방식의 구제”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다; 자세한 것은 이상돈, 앞의 책, 21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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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제전략과 국가인권기구의 인권보호·증진 방법>

IV.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의 재정립

위와 같이 국가인권기구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면, 국가인권기구가 다른 국가기구들과 함께 어

떻게 정렬되어야 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규

제전략에 입각한 국가인권기구의 새로운 인권보호/증진방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이 점을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둘러싼 몇가지 쟁점과 관련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1. 정규 국가기구로서의 국가인권기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인권기구는 기존 국가기구에 의한 인권보호/증진 기능에 일정한 

 명령통제식 규제 국가(법)에 의한 인권보호/구제 새로운 규제 전략 국가인권기구의 인권보호/구제

행위자 규제자(국가)와 규제대상자 국가(검경, 행정부, 법원)와 가해자 다양한 행위자 국가인권기구, 피해자, 가해자, 제3자

행위자 사이의 관계 단선적, 일방적  협력적, 상호의존적, 상호작용적

규제의 특징 강제적, 억압적, 권력적, 권위적  맥락적, 촉진적, 설득적, 반성적, 대화적

   (규제대상 스스로의 변화 유도-설득)

 과거지향적, 사후구제적  미래지향적

 개별 사안에 대한 구제  정책지향, 근본적 대안 마련

규제 테크닉 국가(법)의 명령(command)  자율규제, 합동규제, 설득, 정보 권고기능: 설득, 자율규제, 정보제공, 권고

 규제대상자의 강제적 준수 (control) -기준 제공, 권고, 인센티브 규제,  교육기능: 교육, 교육지원, 홍보

   시장을 이용한 규제 등 조사 기능: 조정과 합의권고

집행 수단 일방적이고 부과된 법적 의무의 강제적 집행 사회적 행위자들의 자발적인(반강제적) 협력

   도덕적 설득력과 대중의 지지를 통한 집행력 확보 

장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강제) 수사   신속, 간편, 무료

 구속력 있는 결정  다양한 구제수단 활용

   정책적 권고 가능

   엄격한 증거법칙 불필요

한계 엄격한 절차・요건・증거법칙  강제조사 불가

 복잡하고 느린 절차  결정 구속력 없음

 당해사건 구제에 한정

결정 근거 현행법과 판례가 인정하는 인권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관습법 상 인정되는 국제인권

국가인권기구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인권기구는 사법적 인권구제의 한계를 보완한다.1�6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에 더하여,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에 대한 생산적이고, 근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접목시킨다. 무엇보다 국가인권기구의 분쟁처리절차

는 피해자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비용과 접근성 면에서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정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직권으로 

조사를 하기도 한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진정사건들의 ‘맥’을 짚어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기도 한다. 

개별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단지 인권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을 권고하는 것 이외에 해당 기관이나 상급-감독기관에 정책・제도・관행의 개

선을 권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한다.1�� 또한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률과 기존의 법논리의 틀 내에

서 판단해야 하는 법원과는 달리, 국가인권기구는 훨씬 자유롭게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공동체에서 인정되는 광범위한 인권개념을 그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다. 

법원의 판단근거는 헌법, 법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조항들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제2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국제관습법’은 

조약뿐만 아니라, UN인권위원회의 권고나 그것이 사실상 이행되는 관행 등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8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기구는 기존의 법적 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1�9 그러니까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침해

를 사후에 구제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인권옹호자’180로서 기능하는 것이다.181

이러한 국가인권기구의 새로운 인권보호/구제 방법을 기존의 명령통제식 규제와 새로운 규제

전략과의 비교를 연동시켜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76　UN NHRIs Handbook, para. 220; Commonwealth Secretaria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Best Practice (2001), 30쪽.

177　임지봉, 앞의 글, 21쪽.

178　한상희, 앞의 글, 95-101쪽;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4항이 차별금지사유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규정 뿐만 아니라, 법률, 국제인권규약, 

국제관습법 상의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조홍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의 

범위”, 『공법연구』, 제31집 제1호 (2002), 379쪽.

179　P. Bailey, “Human Rights Commissions: Reflections on the Australian Experience”, in J. Chan and Y. Ghai (eds), The Hong 

Kong Bill of Rights: A Comparative Approach (1993), 270쪽.

180　곽노현, 앞의 글(주5), 19-20쪽 참조.

181　그런 점에서 우리 인권위가 사법부와 다른 판단을 내린다고 비난하거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성명서 2009년 31일), 사회의 일반적 

도덕 관념과 동떨어진 주장을 한다”(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제413회 MBC 백분토론회 (2009.04.02) 토론 발언)는 비판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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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안 논의과정,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등의 인권시민단체의 연대체 뿐만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7월 그 입법을 권고했던 차별금지법안191에

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192 그리고 인권위가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를 강제수

사권이나 강제집행권 등 ‘강제장치의 결여’여서 찾기도 한다.193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인권위의 힘을 강화하려는 인권운동가들과 인권위가 강력한 힘을 갖

는 것을 우려하는 정부나 기업의 대립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은 인권위가 어떤 위상으로 어떻

게 그 기능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권고’보다는 ‘명령’이 당장은 힘을 가질 수 있

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시정명령권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차피 고소

하거나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등 비경제적이고, 그것이 인권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고 본다. 하지

만 이것은 인권위의 주요 기능이 어차피 사법부에 의해서 다툴 수 있는 분명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아니라, 

기존의 법적 논리로는 수용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있는 인권문제를 다룬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인권

위가 주되게 다루는 문제는 어차피 법원에 가야하는 문제를 사전에 먼저 처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의 법리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인권문제도 다루는 것이다.194 게다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면, 처분성이 인정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에도 어차피 법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 결정의 효력이 다퉈진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인권위에도 적용하려고 하지만, 행정부 산하의 행정위원회의 성격에 가까운 이들 

조직과 인권위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 조직

이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삼아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고 시정명령하는 것이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어차피 

그 명령의 합법성이 다퉈진다고 해도)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인권규범이라는 추상적

인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령의 세분화된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

는 노동위나 공정위와 사정이 다르다. 또한 인권위는 기존의 국가기구와는 ‘다른 방법’, 즉, 조정, 합의권

고, 권고, 교육-홍보 등 비강제적인 설득의 기제를 통해 인권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조직

적으로 봐도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는 위원회 조직의 도덕적 우위를 그 근거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행정위원회와는 그 기능과 위상이 다른 것이다. 정상적인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라면 인권위의 역할은 다

른 권력기관과 같이 강제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이들 국가기구를 인권의 관점에서 감시하고 견인하는 기

구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195 이것이 바로 강제권한이 없이 인권을 피권고기관에 '연착륙'시키는 인권

위의 적절한 위상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대부분의 차별시정기구나 국가인권기구는 강제력보다는 권고와 조정 등의 비

191　박찬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2006.3.28.

192　이외에도 이성환, “인권법의 과제와 인권위원회의 위상”, 『헌법학연구』, 제6권 제4호 (2000), 52쪽; 양건, “인권법안 어떻게 볼 것인가?”, 

『시민과 변호사』, 1999년 5월호, 83쪽; 차지훈, “바림직한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 『인권위원회법 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자료집』, 국회인권포럼 주최, 1998.12.18., 22쪽 아래 참조.

193　한상희,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의 문제점과 법적・제도적 과제”, 『민주법학』, 제36호 (2008), 332쪽.

194　이상돈 교수는 인권실현의 과제를 “A. 실정화된 인권에 대한 침해 구제”, “B. 실정화되지 않은 인권의 구체화”, “C. 생성 중인 인권의 

구체화기획”으로 나누면서, 기존의 국가기구가 주로 A에 중심을 두면서 B와 C에도 기여하게 된다면, 국가인권기구는 C 영역에서 특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A와 B의 과제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상돈, 앞의 책, 224-233쪽 참조.

195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총체적 불법국가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검찰과 법원의 기능을 일부 대체하는 국가인권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 등장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기구는 기존의 국가기구

와 통치원리로는 메울 수 없는 인권보호와 증진의 ‘틈새’를 메우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182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정부나 법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장치”(an additional safeguard)183 또는 “효과적인 보

충물”(an effective complement)184이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기구에 대한 대체기구가 아니다.185 이

것은 자칫 국가인권기구가 부차적이고 덜 중요한 기능을 한다거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기구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186 이 ‘틈새’는 기존의 전통적 국가기구들이 아무리 발달하고 정돈되어 있어도 그 간

극을 좁힐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 틈새가 불완전한 정치체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

니다. 법을 통한 인권보호의 한계는 그 방법 자체의 한계이다. 따라서 국가인권기구는 어떤 정치경제적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필수불가결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18� 국가인권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좋은 거버

넌스(good governance)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조건이 되었다.188 

2. 연성권력기구로서의 인권위

인권위의 인권구제방법과 관련하여 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논쟁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권위

의 시정명령권이다. 인권위 설립 논의 당시 인권시민단체 쪽에서는 인권위가 시정명령권을 가져야 하며, 

사실상 강제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었다.189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논의과정190이나 차별금

182　곽노현, “법무부 인권법안의 국가인권기구 이해 및 설계에 대한 분석과 비판: 틈새기구론과 특수법인론을 중심으로”, 『가톨릭사회과학연구』, 

제11호 (1999), 92-96쪽; 임재홍, 앞의 글, 70쪽; 강경선, “인도의 국민인권위원회”, 『민주법학』, 제13호 (1997), 131쪽; 이상돈, 앞의 책, 205쪽.

183　UN NHRIs Handbook, para. 190.

184　Amnesty International, 앞의 글, 2쪽; 비슷한 견해로 이관희,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과 발전방향: 특히 경찰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2003), 245-248쪽.

185　C. R. Kuma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ood Governance Perspectives on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19-2 (2003), 293-296쪽.

186　실제로 이런 표현은 인권위 설립 논의과정에서 인권위의 기능과 권한을 제한하고 그 위상을 격하하려는 법무부에 의해 악용되기도 했다; 

곽노현, 앞의 글(주58), 92-93쪽 참조.

187　그런 점에서 인권위는 동일한 사안을 놓고 다른 국가기관과 일부 기능에서 중복될 수 있으며, 동일 사건에 대해 경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국가기관이 다룰 수 없는 문제도 ‘틈새’지만, 기존 국가기관이 기존의 법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틈새’이기 때문이다. 즉, 동일 사안을 놓고도, 

검찰과 인권위, 법원과 인권위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하면서 경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 헌법재판소, 수사기관이 다루고 있는 진정 

사건에 대해 진정을 각하하도록 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5호는 개정되어야 한다. 임지봉, 앞의 글, 18-19쪽; 곽노현, 앞의 글(주5), 

10-11쪽; 이상돈, 앞의 책, 216-217쪽.

188　C. R. Linda, 앞의 글, 68쪽; C. R. Kumar, 앞의 글, 283-289쪽; 더 나아가 국가, 사법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유사조직, 시민사회, 

이해당사자 등이 상승작용적 접근(synergisitic approach)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으로 S. Fredman, 앞의 책, 379-386쪽 참조.

189　조용환,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및 국가인권기구 관련 쟁점들에 대한 의견”, 『인권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공동주최, 1998.10.16, 143쪽; 차지훈, “토론의견”,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공청회자료집』,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주최, 1998.11.6. 97쪽;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의 인권위원회법안 (1998.11.6)에는 

위원회가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함(25조)과 동시에 구제명령을 의결할 있도록 했었고(36조),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인권위원회법안(2000.10.16)에는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고, 대신 ‘동행명령권’(42조)이 

추가되었지만, 시정명령권 대신 권고와 의견표명의 권한(24조, 25조, 52조)이 부여되었다. 곽노현 교수는 공추위 시절에는 강력한 조사 및 

시정명령권한을 주장하다가, 공대위 시절에는 이러한 입장이 변경되었다고 지적한다. 곽노현, “현장보고: 국가인권기구 입법운동의 중간 평가”,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2000), 175쪽 참조; 곽교수 스스로도 시정명령권 도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에 섰다가(곽노현, 앞의 

글[주58], 107쪽), 나중에는 인권위를 연성권력기구로 설명하고 있다. (곽노현, 앞의 글(주45), 180쪽 참조)

190　박종운,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해소방안”,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해소방안 토론회』, 2006.9.18, 87쪽 이하; 손봉숙,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해소방안 토론회』, 2006.9.18, 168쪽; 좌혜경,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의 도입으로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해야”,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해소방안 토론회』, 2006.9.18, 175-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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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의 다원성을 반영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교류/협력/지지에 기반하여 인권을 이행하는 시민사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202 그래서 인권위는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203이며 “정부와 시

민사회 사이의 특별한 지위”204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05 어찌 보면 모호해 보이는 이 위상을 어떻

게 적절하게 유지하는가가 인권위 운영에 관건이다. '국가성'이 강화되면, 인권기구 고유의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 해결 불가능해지고 기존 국가기구와 차별성이 없어질 수 있고, 반면, 예컨대, 인권위 설립 논

의 당시 민간조직인 ‘법인’으로 인권위를 설립하려는 법무부의 입장에서처럼 '시민성'이 너무 강화되면, 

조직안정(재정, 인사 등)과 국가기구로서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국가기구로 건설된 인권위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바로 ‘시민성’의 상실이다.206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인권위는 강제적인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권고가 구

속력을 발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민성을 가진 인권위의 조직적 위상이었다. 시민사회와의 활발하

게 교류하고, 시민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인권위의 인적 구

성 역시 인권위의 ‘시민성’에 부합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고, 도

덕적 권위를 지닌 인권위원(장)의 존재는 인권위의 비권력적 권한이 힘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위원 선발절차에 국회 청문회 등의 검증 과정이나, 인권시민단체 추천

권 보장 등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늘리고, 주요 보직의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20�

202　UN NHRIs Handbook, para 82-85, para. 108-110; UN,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48/134 on 20 December 1993 

참조.

203　M. Kjaerum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mplementing Human Rights (2003), 15쪽.

204　A. Smith, “The Unique Posi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 Mixed Blessing?”, Human Rights Quarterly, 28-4 

(2006), 904-946쪽; B. Burdekin and A. Gallagher, “The United Nation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G. Alfredsson 

et al. (eds),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s  (2001), 816쪽; J. Hucker, “Bringing Rights Home: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F. Butler (ed), Human Rights Protection: Methods and Effectiveness (2002), 33-34쪽; 

International Council of Human Rights Policy, Beyond Voluntarism: Human Rights and the Developing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f Companies (2000), 91쪽; 이상돈, 앞의 책, 198-201쪽 참조.

205　같은 맥락에서 인권위의 정체성을 “정부와 비정부 조직의 중간조직”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조성은, “조직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제15권 3호 (2009), 7-14쪽; R. Murray,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t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Levels: The Experience of Africa (2007), 59-68쪽; 김창국 전 인권위 위원장 

역시 인권위의 성격을 “정부와 시민단체의 중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불법점거사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대담), 『월간 

참여사회』 2002년 11월호 (http://blog.peoplepower21.org/Magazine/7304)

206　실제로 2002년 4월 30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인권사회단체 토론회에서는 인권위의 관료제와 회의비공개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2002년 5월에는 인권단체들이 인권단체 배제, 의자진행 폐쇄성, 직원인선문제, 진정처리 문제 등을 문제제기했고, 급기야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위 협력거부선언을 거부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유일한 인권위원인 곽노현 교수가 2003년 1월 인권위의 관료화, 

권위주의, 기획부재 등에 항의하여 사임했다. 이외에도 이창조, “‘인권’은 간데없고 ‘관료주의’만 나부껴”, 『월간 말』, 2002년 11월호, 116-121쪽 

참조.. 

207　이상돈, 『인권법』(세창출판사, 2005), 207-208쪽; 곽노현, “국민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한울, 1998), 

515쪽; 명숙, “인권위원회의 인선 절차의 문제점”,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외  공동주최 (2009.7.15); 정태욱, “인권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인권위법 개정안 검토 및 기타 제도개선 방안”, 

같은 토론회; 홍성수, “민주적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MB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하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주최 (2010.7.14) 참조.

권력적이고 대화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인권위가 강제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 

인권위는 인권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어, 과

감하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하게 된다.196 사법부는 어떤 문제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소극적으로 다루는 논리구조를 택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이 최대한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19� 그런 점에서 인권위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정

자가 아니라, ‘인권옹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관점을 취해야 한다.198 

또한 강제력 있는 결정은 필연적으로 쟁송대상이 되어, 인권위의 결정을 법원으로 가는 사전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물론 인권위의 권고수용률이나 조정성공률이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연성권력기구로서의 장점을 사라지게 만든다. ‘강제력’을 가진 국가기구는 당해 분쟁의 종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권고의 효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고의 설득력을 높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권고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인권위다운’ 특성을 잃게 될 수 있다.199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결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은 강제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권

위 다운 방법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200 예를 들어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정책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후관리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

떻게 관철되는 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권한을 사용해서 그 수용

률을 높여나가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국가인권기구가 자신의 결정을 관철시키는 비밀은 국가인권기

구 자체의 도덕적 권위, 시민사회의 지지, 논거의 설득력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존중, 국제사회의 압력 등에 있었다. 이러한 방법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201

3.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로서의 인권위

국가인권기구는 기존의 국가기구와는 다른 조직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인권위는 한편으로 국

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엄연한 국가기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구성에 있어서 시

196　예컨대, 인권위는 국제인권수준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기관이지, 이른바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 등 ‘현실적 여건’을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 비슷한 취지로, 이호중,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 분야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성과와 과제”, 『공법연구』, 제35집 

제2-2호 (2006), 96-97쪽 참조.

197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의 법치주의적 담론은 기본권보장의 ‘하한선’을 정립하고, 인권위의 담론은 민주주의적 정당성에 기반하여, 인권보장의 

‘최대화’를 지향한다는 말하는 이호중, 앞의 글, 102-103쪽; 이호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 평가: 법무부/검찰/경찰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33호 (2007), 87-89쪽 참조.

198　곽노현, 앞의 글(주5), 19쪽.

199　이외에도 권고수용률을 높이고 권고에 의사소통적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심의민주주의적 절차', 예컨대, 배심제, 시민합의제도, 

시민패널제도 등을 도입해볼 필요도 있다. 비슷한 입장으로 이상돈, 앞의 책, 208쪽.

200　임지봉, 앞의 글, 15-17쪽; 김인재/이발래, “인권에 관한 법제・정책 개선의 성과와 과제”,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제2권 (2006), 47쪽; 

조재현, “인권보장제도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제도의 의의와 한계”, 『헌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8), 87-88쪽.

201　인권위 설립논의에 참여했던 곽노현 교수는 설립 논의 당시에는 시정명령권 도입을 역설하다가(곽노현, “국가인권기구 법무부안에 대한 

문제제기: 특수법인으로는 ‘인권지킴이’ 역할 못한다”, 『사회평론 길』 1998년 10월호, 174쪽), 나중에는 인권위를 연성권력기구로 이해하면서 

강제권한보다는 ‘매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다소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설립 논의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런 방향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곽노현, 앞의 글(주65), 17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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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시켜 권고해야만 국민권익위의 진정처리업무와 실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215 

인권위의 강화를 옹호하는 쪽에서 인권위의 위상을 오해함으로써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인권

위의 위상정립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컨대, 지난 2006년 법무부 인권국이 신설될 당시, 조영황 당

시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인권국은 안 생기는 것이 좋

을 것”이라고 했고, 상당수 전원위원들도 “드러내 놓고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업무 중복으로 인권위와 법

무부 인권국 중 어느 한쪽의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알려져 있다. 법무부 인권

국은 행정부 내의 인권심의관, 인권감찰국의 역할을 맡고, 인권정책, 여성인권, 인권교육-홍보는 법무부 

인권국이 아닌 인권위가 전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고,2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수립과정에서도 인권위가 작성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기구와

는 다른 근거에서 다른 방법으로 인권옹호활동을 벌이는 인권위로서는 ‘인권’을 담당하는 다른 국가기구

나 설치되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21� 국가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기구가 인권보호활동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그 기능을 일부 대체하려는 기구가 아니다. 반대로 다른 국가기관의 기존의 인권옹호활동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견인하는 기구다. 오히려 다른 국가기구가 인권옹호활동을 위해 잘 작동하고 있을 때 

국가인권기구는 그와 ‘함께’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218 만약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인권침해신고

센터219, 교정시민옴부즈만이 불법적 인권침해사건을 확실하게 처리해준다면, 인권위는 오히려 단순 인

권침해진정사건 처리의 부담을 덜고, 정책이나 교육-홍보 등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인권

정책 수립이나 국가적 차원의 교육-홍보는 인권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가 책임을 맡는 게 당연하다. 집

행주체가 아닌 인권위가 정부 차원의 인권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에 오히려 맞지 

않는다. 인권위는 정부의 인권정책을 제안, 권고 또는 감시하고, 행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교육-홍보활

동을 수행하는 것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위상에 적절한 것이다. 인권위를 강화한다는 명목

으로 인권위에게 강제집행력을 가진 결정권한을 주는 것은 인권위의 위상 정립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인권위 중복기구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도 오히려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5. 인권위의 미래 의제: 사회권과 사인에 의한 차별

앞으로 인권위가 관심을 가지고 주로 다루게 될 두 문제영역은 바로 ‘사회권’과 ‘사인에 의한 

차별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인권위

의 새로운 규제방법이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들은 앞서 설명한 바대로 사회권이나 차별

문제는 그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고, 사회권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215　그런 점에서 개별 정부기관에 자체적인 인권감시기구나 옴부즈만제도가 설치되는 것은 오히려 인권위의 위상 정립에 바림직한 일일 수도 

있다. 이호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 평가: 법무부/검찰/경찰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33호 (2007), 83쪽.

216　한상희, 앞의 글(주69), 334쪽 

217　물론 현실적으로는 국민권익위나 법무부 인권국의 활동이 인권위를 위축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인권옹호활동을 강화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실제로, 다른 국가기구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하게 작동할 때 국가인권기구는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M. O'Sulliva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ffectively 

Protecting Human Rights”, Alternative Law Journal, 25 (2000), 237쪽 참조.

218　C. R. Kumar, 앞의 글, 294쪽.

219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는 2006년 인권국 신설과 함께 설립되었다. 근거법령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규칙”이다.

4. 인권위 기능 중복론 

인권위의 인권보호/증진 방법을 새로운 규제방법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이른바 인권위 기능 

중복론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먼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위는 대체적 분쟁해

결제도를 활용하여 인권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법원의 권리구제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인

권위의 고유한 분쟁처리방법으로서 그 활용 빈도가 지금보다 더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위는 당해 

진정사건의 구제를 넘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권고해야 하며, 이를 교육-홍보 

활동에 활용해야 한다. 진정처리 절차에 있어서도 조정이나 화해 등의 비권력적 방법이 더욱 많이 활용

되어야 하며208, 교육이나 홍보 등 인권증진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209 또한 진정이 제기되기 

이전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능이 더욱 강

조되어야 한다.210 이러한 점이 바로 다른 국가기구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211 하지만, 그동안 우리 인권위가 사법부와 차별성을 가진 고유의 절차

와 고유의 논증을 개발해왔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우리 인권위의 결정문이 법원의 판결문과 유사한 구

조를 가지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실정법의 형식논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12 인권위에 강제권한이 없는 이유는 거꾸로 그만큼 자유롭게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

정하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라는 것이다. 법원의 기본권 보호는 항상 기본권

과 다른 가치를 이익형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인권위는 간과되기 쉬운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고 

그것이 정책결정이나 입법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는 것이다.213 

한편 지난 2009년 인권위 조직 축소 논란에서 정부의 논리는 주로 '인권위의 업무가 국민권익

위원회 또는 법무부 인권국과 중복된다'는 것에 의존했다.214 인권위의 조사-구제 기능은 국민권익위원

회와 중복되고, 인권위의 정책자문기능이나 교육-홍보기능은 법무부 인권국과 중복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인권위의 위상과 기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동안 인권위의 활동이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부처와 크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권위 스스로 자

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인권위가 국가기구의 인권침해에 대해 현행법상 불법임을 판정하고 이에 대한 시

정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국민권익위의 업무관할과 실질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법

률’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인권’에 근거하여 구제를 하고, 이를 보다 근본적인 인권정책수립의 수립

208　이준일, 『차별금지법』(2007), 285-286쪽.

209　위의 책, 241-242쪽.

210　그런 점에서 최근 국가가 '소송'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으로 인권위가 대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 

이것은 단순히 진정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칠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사안인데, 인권위는 심지어 법원에 대한 

권고마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211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인권위원의 구성에서 '법률가'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며, 그동안 우리 인권위원 구성에서 법률가집단이 

과대대표되었다는 비판과도 연결된다. 

212　인권위의 결정이 “법률주의적 논증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호중, 앞의 글(주72), 93-97쪽; 이호중, 앞의 글(주73), 81쪽 참조; 

또한 인권위는 사법부에 대한 의견표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김도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민주법학』, 

제33호 [2007], 35-57쪽) 등 유독 사법부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213　비슷한 맥락에서 인권위의 결정이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과정에서 법원처럼 ‘법익균형성’이라는 가치형량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한다는 비판은 이호중, 앞의 글(주72), 97-99쪽 참조.

214　설립 논의 당시에는 ‘감사원’과의 기능충돌이 문제되기도 했다. 이 점에 대한 비판은 조용환,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의 기능충돌론’에 관한 

논평”,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자료집,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발간 (2000.11), 75-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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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해나갈 수 있다. 

예컨대, 현행 최저생계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헌법재판

소는 그것의 위헌여부만을 단순히 다툴 수 있고, 자신의 판단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형

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저생계비로 어떤 생활이 가능한지 실제로 시물레이션을 해

보고, 이에 따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정부에 적절한 인상을 권고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조건을 무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이행시켜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 즉, 법원의 접근방법이 어떤 

특정한 순간에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라면, 인권위의 접근방법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

결책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접근방법은 사회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

회권의 실현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224

또한 앞으로 인권위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보다는 사인에 의한 차별문제와 관련하여 더 많은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225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선진국의 인권위가 사실상 차별시정기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장기적으로 경찰이나 교도소 등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인

권침해사건은 그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법무부 내의 진정처리기구에

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권위는 정책권고나 교육-홍보 활동에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진정-조

사에 있어서는 주로 사인에 의한 차별문제를 많이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인에 의한 차별문제 역

시 사회권 못지 않게 기본의 사법부나 행정부가 다루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영역이다. 당장 사인에 의

한 차별에 국가개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헌법이론적 문제가 제기되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를 소극적으

로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묘한 차별이나 간접차별 등 복잡한 문제영역이 많아서, 이를 다룰 때 

증거가 확보되기 어렵고, 인권선진국에서조차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여, 차별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하고,  '경영판단', '경제적 관점' 등의 가치들에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러 가지 비사법

적 구제방법을 활용하여 차별을 시정하고 있는 것이다. 

V. 나아가며

●  국가인권기구가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국가기구임을 논증해 내는 사회과학적 연구가 요

청됨

●  인권위의 신뢰회복; 시민사회의 감시 강화; 학문적 접근 

224　이러한 장점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른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어떤 문제보다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종교분쟁에 대해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접근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다. 대립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 사법적 해결방법보다는 

극가인권기구가 교육, 연구, 협상, 토론을 통한 담론 형성 등 다양한 기제들을 동원하여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더 낫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한 사례연구로 “Human Rights Commissions and Religious Conflict in the Asia-Pacific Regio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53 (2004), 713-729쪽 참조.

225　이준일, 앞의 책, 239쪽.

그 실현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사회권의 법적 성격과 사법구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헌)

법적 차원에서나 국제법적 차원에서 많은 이론적 논쟁이 벌어져 왔다.220 물론 ‘자유권은 사법구제가능

성이 있고 사회권은 없다’, ‘자유권은 현실적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회권은 받는다’는 식의 이분법

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justiciability)의 여지를 늘려 가고, 법원이 사회권

을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21 하지만, 사법부

에 의한 사회권의 이행이 ‘자유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컨대, 사회권의 실현

에는 항상 현실적 제약 특히 경제적 조건이 결부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권은 확정적인 권리가 아니

라 가변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 때 사회권은 이러한 현실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미

리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비교형량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권의 실현

은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들이 중층적이고 다원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

에 사회권을 국가의무로 하기에는 규범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사회권에 대해서 소

송이 제기된 사건의 합법/불법 여부를 다투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사회권을 다루기에는 일정한 난점

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원은 현실적 조건과 결부되어 있는 사회권의 내용을 최대한도로 실현하

도록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기도 어렵고, 사회권을 실현하는 여러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그것을 

의무화하거나, 국가가 선택한 어느 특정한 방법을 위법(위헌)하다고 결정하기 어렵다. 

이와 비교하여 인권위는 사회권이 최대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권력적 기제들을 활

용할 수 있어, 사회권이 실현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222 인권위의 권고가 법적강제

력이 없다는 사실은 사회권문제에서는 취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것이다.223 인권위는 시정권

고를 통해 피권고기관을 자극하고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처럼 최소한의 국가

의무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권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실현하라는 ‘권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위반을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권이 실현될 수 잇는 다

원적이고 다층적으로 실현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권고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한 시점

에서의 침해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여러차례에 걸쳐 그 이행을 감시하고 

220　사회권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과 국내-국제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D. Barak-Erez and A. M. Gross (eds), Exploring Social Rights: 

Between Theory and Practice (2007); M. Ssenyonj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International Law (2009); 박찬운,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사회권의 법적 성격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의무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364호 (2006.12), 102-116쪽 참조. 

사회권의 법적 성격과 사법구제가능성, 그리고 우리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등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박찬운, “사회권의 성격과 

사법구제 가능성: 헌법재판에서의 사법구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한양대)』, 제25집 제3호 (2008), 19-44쪽; 이준일, “사회적 기본권”, 

『헌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4); 김일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4권 제3호 (1998); 전광석,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 『세계헌법연구』, 12-1 (2006), 271-292쪽; 홍성방, “헌법재판소결정례에서 나타난 사회적 기본권”, 

『서강법학연구』, 제4권 (2002) 등 참조

221　사회권에서 사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S. Fredman, 앞의 책, 2부 참조.

222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1998년 국가인권기구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회원국들에 주지시킨 바 있으며,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0: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1998/25), 2005년에는 

국가인권기구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핸드북을 발간하기도 했다 (번역서: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안내서』[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2007]); 이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C. Kuma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28-3 (2006), 755-779쪽; M. Kjaerum,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mplementing Human Rights (2003), 

13-15쪽; 박찬운,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한양법학』 제21집 (2007), 313-338쪽.

223　전광석,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 『세계헌법연구』, 12-1 (2006), 289-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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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권의 개념과 함의

사회권은 마셜의 시민권론에서 3층에 해당되는 권리로서 20세기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사회

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셜의 시민권론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셜에 따르면 “시민

권은 공동체(국가)의 온전한 성원들에게 부여되는 지위로서 이러한 지위를 소유하는 모든 이들은 그러한 

지위가 부여하는 바의 권리와 의무 면에서 동등하다”라고 강조하였다(Marshall, 1950:84)22�. 그런데 이러

한 시민권은 3단계 발전을 거치는바, 18세기의 공민권, 19세기의 정치권, 그리고 20세기의 사회적 시민

권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보았다. 18세기의 공민권 혹은 시민적 권리(civil rights)는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권리로서, 사상 종교 신념의 자유, 소유권, 법 앞의 평등 등을 의미하는 권리이며, 19세기의 정치적 권리

는(political rights)는 정치적 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해당된다. 

이 두 가지 권리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소극적 권리인 반면, 20세기에 등장한 사회

적 시민권은(social rights, or social citizenship)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로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 그리고 사회의 지배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문명화된 삶을 누리고 사회

의 유산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Marshall,1950:71-72). 이러한 사회적 권리에는 노동권, 

교육권, 의료권, 주거권은 물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가 포괄된다. 

특히 마셜이 사회적 권리에 주목하게 된 것은 공민권이나 정치적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

도 그러한 권리가 경제적 안녕의 조건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점에서 바바렛

(Barbalet,1986)228은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는 국가 공동체 안에서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권리이

며 그 자체가 목적인 반면, 사회적 시민권은 사실상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향유를 비롯하여 사회적 유산

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권리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권리는 실체적 권리의 성격

을 지니기에 국가의 구체적인 분배활동을 요구하며 이러한 국가의 분배활동은 자본주의의 시장작동원리

와 배치된다. 이러한 점을 마셜은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시민권은 자본주의 시장원리가 지배되는 

사회에서 배태되는 불평등과 계급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시민권이 

지니는 이러한 속성에 대해 마셜(Marshall, 1950:111)은 “(불평등의) 지위에 따른 계약을 침식하고, 시장

가치가 사회정의에 복속함을 의미하며 , 자유협상대신에 권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시민권이 갖는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강조한 이는 에스핑-에더슨으로, 

그는 (Esping-Anderson저, 박시종역,2004:21)229 사회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사회권의 가장 탁월한 범주는 사회권으로 인해 사람들이 시장의 힘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도 독립적인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범주이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권은 상품으로서의 시

민의 지위를 제거시키게 된다. 만약 사회권이 사유재산권에 상응하는 법적, 실천적 지위로 부여된다면, 

또한 그러한 사회권이 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업적이 아니라 바로 시민권에  

반하여 부여된다면 그러한 사회권은 시장에 맞서 개인들의 지위를 탈 상품화하도록 하는 결과를 산출하

227　Marshall,T.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London:Heineman

228　Barblet,J.M. 1988,"Citizenship:Rights, Struggle ad Class Inequality",

229　Esping-Anderson 저 ,박시종역, 2004.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체계”, 성대출판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 성격
                  

나영희 / 사회복지학 박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장

I. 배경

 

96년도 이후 한국의 분배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며, 그런 만큼 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통계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특히 시장에서의 위치의 불안정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새삼스러운 

인식과 더불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 언제든지 갑자기 저소득층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

기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새로이 자각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사회권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 같은 문

제인식이 사회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현실적 폭발력으로 전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담

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담론진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는 성

장파 이론을 조직적으로 해체하고 사회권에 대한 명확한 그림과 더불어 그러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접근

방식에서의 담론진영간의 폭넓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에 두면서 먼저 사회권의 개념과 더불어 범위, 그리고 사회권의 현실

적 전개양상을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이슈와 관련되어 제

기한 사회권 담론의 성격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I I. 사회권의 개념과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른 사회권의 전개양상

사회권이라는 용어가 주목받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현한 복지국가를 개념적으로 

뒷받침하는 틀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라메쉬 미쉬라(Ramesh Mishra 저, 남찬섭역 1996:221)226는 사실

상 서구의 모든 복지국가에서 국가복지를  모든 시민에게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급부로서의 권리로 인식

하는 발상이야말로 근대의 사회정책과 2차대전전의 사회정책을 구분 짓는 요소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구분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복지에 대한 개념화가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이

행한 것임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국가복지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규범적으로 정

당화한 공로자는 바로 마셜(T.H.Marshall)이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226　라메쉬 미시라 저, 남찬섭역, 1996,“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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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사회적 보수주의라는 상반된 모순적 입장이 결합되어 있다(Dwyer, 2000: 62). 따라서 이러한 

정치철학적 이념에서 복지이념은 복지책임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시장으로 상정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시장이야말로 인간에게 해방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자조와 근면을 함양하기 

위한 최선의 장치라고 본다. 즉 시장의 자율 메커니즘은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을 경우, 일을 하고자 하

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일을 주고, 그리하여 스스로의 자신의 복지를 해결하는 것을 보장해주게 되어있

다.”고 믿는다 (Esping-Anderson, 박시종역, 2007: 88).

한편 자유주의적 이념에서 볼 때, 시장은 어떤 종류의 정책적인 대안보다 소비자에게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여준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하이에크(Hayek.1988: 85)233는 “시장의 자기규제과정은 어

떤 다른 경쟁제도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유용하고 바람직한 선택권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줄 것”이며, 

이 점에서 시장조직의 자발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구성원 전체의 복지를 위한 일차적인 조건”라고 강

조하였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 시장제도는 경쟁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믿는다. 이점에서 프리드만(Friedman, 1984: 163)234은“경

쟁을 도입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이 진보하도록 잘 단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유주의 복지이념에서 관철되는 시장에 대한 신뢰는 바로 복지제공과 재원조달의 주

체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매우 비판적이게 한다. 우선 첫째,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기능의 작동을 저

해한다는 것이며, 둘째 공적 지출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라는 국가의 개입은 결국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경제적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거한다는 것, 셋째는 공적지출은 부의 창출이 아니

라는 점에서 오히려 복지를 위한 공적지출은 경제를 하락시킨다는 것이다(Clarke, Cocbrane and Smart, 

1987: 134)235

따라서 이 이념에서는 국가가 최저수준만을 보장하는 복지전략을 통해 시장을 소극적으로 활

성화하기도 하고 사적 복지제도들에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근저에는 시장이야말로 최상의 복지 분배 기제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맥락에

서 자유주의 복지 이념에서 사회권에 대한 시각이 사회정책으로 표출되는 특징은 “국가를 최소화하고 

위험을 개인화하며 시장해법을 장려하기 위한 정치적 헌신”으로 나타난다(Esping-Anderson, 박시종역, 

2006: 158).

    

(2) 재원조달의 책임: 개인

자유주의적 이념 하에서 사회복지의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사회권이 수용 되는 방식은 국가의 

공식적인 재원부담 책임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개개인들이 국가에 대하여 광범위한 보편적

인 수급자격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념을 배제하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Dwyer, 2000: 63). 이로 인

해 공적 부문에 대한 지출을 통한 국가복지의 역할은 최소한도내에서 그리고 엄격한 조건 내에서 이루

어져야 하고, 그 대신에 복지욕구를 충족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책임성을 증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233　Hayek.F.A.1988."The Fatal Conceit",London:Roultedge

234　riedman .M.& R.Friedman,1984."Tyranny of the Status Quo"Newyork:Harcourt Brace

235　Clarke.F.Cochbrane.A. and Smart.C. 1987."Ideologies of Welfare:From Dreams to Disillusion",London:Hutchinson Ltd

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거,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각 사회정책영역에서 시장의 작동원리에 맞서 시

민권에 기반을 둔 권리로서의 부여되는 사회권은 선험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또한 시민권에 기반을 둔 권리로 사회권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권이 작동하는 영역이 나라마

다 매우 다른 그림을 갖고 있다. 즉 공민권과 정치권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회권을 획득하기 

위한 제반 투쟁과 사회세력간의 폭넓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권의 모습은 주변적인 위상을 점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시민권의 실현정도는  국가-시장-가족 간의 자원배분과 역할에서 

해당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가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사회권의 실현정

도는 해당 사회의 정치역학지형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념별 사회권의 관철방식과 특징

사회권 또는 시민권을 정치철학과 연계시켜 현실의 사회정책의 이념적 지형으로 유형화

를 시도한 학자는 주로 제노스키(Janoski, 1998)230. 피츠페트릭(Fitzpatrick, 2001)231, 드와이어(Dwyer, 

2000,2004)232이다. 이러한 연구는 마셜의 시민권 또는 사회권 논의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기획

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정치철학자들은 에스핑-에더슨의 복지레짐 이론과 연계하여 사회권이 어떻게 이

념별로 관철되는 가를 연구하였다. 이들 학자들의 연구결과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시기별, 나라별로 

시민권에 대한 해석과 초점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와 같은 상이성은 바로 사회권의 이론을 구성하는 

기둥인 국가와 시장 개인관계, 권리와 의무관계, 그리고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와의 상대적 비중 등

의 요소를 각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사회권의 지향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해당시기의 국가

가 가진 정치철학적 입장등과 크게 연동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념별로 사회권이 관철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며, 이 같은 이념별 사회권의 관

철방식은 이후에 전개될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의 성격규명의 전제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념

별로 사회권이 관철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권의 자유주의적 해석

(1) 복지책임의 주체: 시장과 개인

자유주의 복지이념에서, 시민권과 복지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적 전

통인 자유주의적 자유주의(Liberal Liberalism)와 사회적 보수주의(Social Conservatism)에 입각하여있다. 

즉 개인적 자유, 자유로운 시장, 제한된 정부, 그리고 재산소유권에 대한 강조라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더

불어 정부의 주된 역할은 바로 특정한 도덕과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차원에서 가족과 개인의 의무를 

230　Janoski.T.1998,"Citizenship and Civil Society: A Framework of Rights and Obligations in Liberal, Traditional and Social 

Democratic Regimes",Cambridge University Press

231　Fitzpatrick.T.2003."Welfare Theory: A Introduction",Palgrave

232　Dwyer.P. 2000."Welfar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Contesting Social Citizenship", the Policy Press/ 2004."Understanding 

Social Citizenship", the Pol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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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대상: 복지수급자에 대한 규율

자유주의 복지이념에서는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개개인의 복지

에 대한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다. 또한 개인적 책임은 바로 자아 개발이나 자기

통제 등에 대한 개인적 의무와 사회적 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지칭하며 이는 다름 아닌 수급자에 대한 규

율로 나타난다(Roche, 1992: 78)236.

이처럼 복지에 대한 권리가 의무에 부착되고, 그 의무이행여부에 대하여 수급자를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유주의 복지이념에서 관철되는 사회권의 주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영국의 보

수당정부시절에 시행된 실업급여 수당제도나, 1993년에 설립된 아동보호기관(Child Support Agency)23�

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실업수당이나 구직자법(Job Seeker’s ACT, 1995)의 경우, 그 수당을 수령받기 위

해서는 수급자는 반드시 정규적으로 ‘restart’의 면접에 응해야 하였고, 엄격한 수급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에 대한 규율을 통해 수급권을 통제하고자 하였다(Dwyer, 

2000: 70). 

한편 미국식 근로연계복지(workfare)도 이러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율의 대표적인 사

례로 볼 수 있다. 근로연계복지제도 나온 배경에는 빈곤층과 하층계급(underclass)의 확대가 있었고 이들 

계층의 확대는 바로 노동윤리의 붕괴 때문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보수학자인 미드(Mead, 1986)와 머레이

(Murray, 1994)였다. 이들이 지적한 ‘하층계급’이란 사회적 약자의 재정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할 규범을 해친다는 공통적 행위 유형과 관련한 용어이다(Dwyer, 2004: 63). 머레이(Murray, 

1994, 1996)역시 영국에서의 하층계급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출현한 하층계급들이 

보이는 행동양태로 사생아의 출산, 높은 범죄율,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성인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을 하지 않는 것 등을 거론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 하층계급의 복지의존행동양태를 제거하는 해법으

로 단기실업보험 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현금급여를 중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Dwyer, 2004: 

63). 이 때문에 이 근로연계복지 제도의 목표는 바로 빈민들이 시민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할 때에 복지수급권이 주어지도록 한 것이다(Roche, 1992: 125). 이 제도 역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율을 통해 수급권에 대한 통제를 한 사례인 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복지이념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규율은 엄격한 대신에 시장에서 제공하는 복

지공급자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른바 민영화방식(privatization)을 통해 시장에서의 

복지공급자들을 격려하면서 한편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1980년대 이후 영국에서 대거 등장된다. 이 민영

화방식은 의료보험이나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이나 연금제도, 쓰레기 처리 등 국가가 제공하던 복지급여

나 서비스를 사적영역으로 대체하거나 시장에서 제공하도록 격려하면서 한편으로 계약이나 하청의 방식

으로(contract out) 공급자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민영화가 공급자를 규제한다는 의미보다는 경쟁의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국

가복지를 더욱 위축시키고 나아가 가족의 가치를 재무장함으로써 개개인의 복지에 대하여 개인이나 가

족이 책임지도록 하는 시도와 연계되어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Clark,Cochrane and Smart, 

236　Roche .M. 1992."Rethinking Citizenship:Welfare,Ideology and Change in Modern Society".Polity Press

237　아동보호기관은 1993년도에 영국의 보수당정부시절에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은 원칙적으로 부재한 아버지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책임감을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여성도 이러한 과정에 협력해야 해야만 아동수당이 지급되었다(Dwyer, 2000: 70).

보편 주의적 사회권은 부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는 시민들을 재원조달의 책임 주체로서 상정하면서, 그에 대한 개인

의 의무(obligation)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납세의무자(tax payer). 기여금의무자(rate payer for services 

provided by authorities), 혹은 복지서비스 사용자로서의 사용자 부담금(service user charge)라는 명칭이 

그것이다. 

이처럼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개인이기에, 복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

류된다. 그 하나는 ‘소비자(consumer)’로서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 같은 개념은 주로 암묵적인 시

장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조차 비용을 납부하여 서비스를 소비하는 합법적인 소비자와 무임

승차하는 비합법적인 소비자(이를 주로 등치기하는 사람으로서의 scrounger)를 구별한다. 또 다른 하나

는 납세납부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강조이다. 이러한 시각들은  급여에 대한 권리를 가진 개인이라기보다

는 복지비용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개인을 상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Clarke, Cocbrane and Smart, 

1987: 141) 

물론 재정부문에서 국가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 이념에서 사회권의 욕구 

범주로 들어오는 것은 주로 빈곤계층의 빈곤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의 재정적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적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에서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의 재정은 전적으로 국가의 조

세로 담당하나 전체 사회적 지출에서 볼 때 그 비율은 극히 적다.

(3) 복지수급에서의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이미 상술한 바대로 자유주의 이념에서는 보편적인 사회권이 배제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

는 영역은 “시장의 기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한계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조사형 사회부조, 낮은 수준

의 보편적 소득이전 및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계획 등”에 복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진다(Esping-Anderson, 

박시종역, 2007: 63).

이러한 정책은 입증가능한 절박한 욕구에 기초하여 철저한 자산조사를 토대로 실시된다. 또한 

철저한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되며, 그나마 자산조사형 공적 부조의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그 수

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의무조건이 부과된다. 이러한 의무조건은 사회복지의 수급으로 인해 노동

을 회피하는 노동동기 약화(work disincentive)의 문제를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는 노동윤리규범과 결부

되어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수급권의 규칙은 엄격하며, 수급자격이 개인적 권리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개

념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수급과정이 종종 국가의 시혜나 자선으로까지 비추어지기에 흔히 수급과정

에서 차별과 낙인이 주어진다.

이처럼 자유주의 복지이념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선에서 주어지는 사회권의 대상자들과 개개

인의 책임으로 복지를 해결하려는 대상자 사이에 분명한 계급적 전선이 그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최소

한의 국가복지에 의존하기에 전반적으로 빈곤한 국가복지 의존자들과, 개별적으로 시장을 통해 복지를 

해결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병존하는 계층 질서가 수립되며, 이들 두 계층 사이에 계급-정치적인 이중구

조를 창출하게 된다. 이 모델에 속하는 전형적인 국가들로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가 있다(Esping-

Anderson, 박시종역, 200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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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그리고 독점적인 이익대표 등을 근본적인 원리로 한다(Esping-Anderson,박시종역, 2007: 121).

따라서 복지의 재원은 바로 이 조합의 구성원들로부터 나오는 기여금으로 우선적으로 충당하며, 

재원의 대부분이 이 기여금으로 이루어진다(Bonoli and Palier, 2001,336)239. 전체 사회보장의 재원 조달 

면에서 보면, 고용주의 기여는 50-60%를 차지하고 피고용자의 기여는 30%이다. 나머지는 정부의 일반

세입으로 충당된다(Esping-Anderson,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역, 19999: 134). 또한 조합주의에 입각한 사

회보험제도들은 각기 고유한 규칙과 재원, 급여구조를 갖추고 있고, 각 제도마다 수급자의 상대적 지위차

이가 드러나도록 설계되었다(Esping-Anderson,박시종역, 2007: 122).

한편 남성 주생계원 위주로 편향된 사회적 보호와 보호제공자이자 가족 구성원의 복지에 최

종적인 책임을 지는 가족주의가 조합주의와 더불어 보수주의 복지이념을 지탱하는 근간이다(Esping-

Anderson,박시종역, 2007: 174).

 이처럼 조합주의의 구성원들로부터 나오는 기여금이 일차적인 복지재원이라면, 공무원 집단

의 경우, 이를 다른 조합보다 훨씬 더 넉넉한 수급자격과 수급규칙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국가주

의의 전통이 확인되는 지점이기도 하다(Esping-Anderson, 박시종역, 2007: 172).

(3) 복지수급에서의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고용관계에 기반

보수주의 하에서 나타나는 사회권의 수급자격은 주로 전일제 정규직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다. 따라서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권은 직접적으로 고용관계의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Bonoli and Palier, 

2001: 336).

즉 노동시장의 참가와 재정적 기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수급자격을 부여하여, 

권리의 수급에는 통상 보험수리의 원리가 적용된다(Esping-Anderson,박시종역, 2007: 100). 이런 맥락

에서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중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정상적인’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계층에 대해

서는 다소간 사후 대응적・잔여적 복지제도를 통해 보완한다. 그러한 예로서, 일하지 않는 주부들은 사회

보험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며, 대신에 가족급여를 통해 모성을 장려한다(Esping-Anderson, 박시종 역, 

2007: 64). 또한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 역시 부모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한편 현금급여 역시 기여를 원칙으로 하며 소득범주에 따라 주어진다. 이처럼 수급권의 조건

이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고용관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자산조사를 기

반으로 하는 최저급여대상이 되며, 이 급여의 재원은 일반조세로 충당된다(Bonoli and Palier, 2001: 336).

   

(4) 규제 대상 : 주로 복지 공급자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복지 수급자를 규제하지 않는 편이다. 규제대상은 주로 복지 공

급자이며 이 같은 보수주의의 규제 대상은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하다. 

보수주의 국가들이 주로 복지 공급자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조합별 관리운영방식

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별 관리운영 방식은 조합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의 자율성이 이루

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조합별 관리방식에 따라 총액 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총액

239　Bonoli. G and Palier.B. 2001."How do welfare states change? Institutions and Their Impact on the Politics of Welfare State 

Reform in Western Europe".Leibfried. S(eds.).Welfare State Fu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2) 사회권의 보수주의적 해석

 

(1) 복지제공의 주체: 공동체와 가족

보수주의의 복지이념의 정치철학적 토대는 공동체주의이다. 이 정치철학에서는 국가나 사회

와 같은 공동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그 이유는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사회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

다. 공동체주의에서 볼 때 ‘좋은 사회’란 개인주의적 선택이나 개인적 자유가 아니라 상호공동의 원조를 

통해 구축된다고 본다(Janoski, 1998: 18). 즉 사회를 존중하고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서 좋

은 사회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는 은혜로운 봉건관계와 많이 유

사하며 가톨릭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가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전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Janoski, 1998: 19).

이러한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볼 때, 사회적 시민권이 관철되는 방식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복지에 대한 주책임은 주로 공동체와 가족에게 주어져 있다. 

우선 공동체가 복지를 제공하는 형태는 직종별, 직업별 보험제도로 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화된 보험제도들이 각기 독립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공동체 성원에 대한 복지를 제공한다. 공동체 성원

은 주로 전일제 노동을 하는 남성들이며, 이러한 남성들이 가족의 주 복지책임을 떠맡는다. 이 때문에 일

하지 않는 주부들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

한편 국가는 이러한 공동체나 가족이 그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능력이 소진되었을 때

에 한해서만 개입하게 된다(Esping-Anderson,박시종역, 2007: 64). 즉 국가기구가 복지공급자로 나서게 

되는 경우는 공동체의 응집능력을 강화하고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보호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점에서 국가의 의무는 복지제공의 일차적인 책임주체라기보다는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를 옹호하는 것이며 특히 가족, 직업, 신분이라는 ‘자연적 유대’를 통한 ‘유기체적’ 응집력을 가진 사

회질서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Rimlinger, 1991: 108).

 

(2) 재원조달의 책임: 공동체의 기여금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국가보다는 공동체와 가족을 강조한다. 이는 개인이 향유하는 권리가 국

가나 개인이 아닌 공동체주의에 근거한 정치철학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같은 접근으로 사회권

이 관철되어 나타난다. 즉 조합주의238와 더불어 육아나 노인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적으로 가족

의 책임 하에 놓여있는 가족주의가 바로 그런 공동체주의의 통합체로서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보수주의적

으로 사회권이 관철되는 양상인 것이다. 

특히 조합방식의 관리운영은 보수주의가 국가주의를 대신하기 위해 표방하는 주요한 대안이

었는바, 이 조합주의는 지위의 동일성에 기초한 형제애와 강제적이고 배타적인 소속의식, 상호부조의 원

238　조합주의란 각 이익집단들이 각각의 이익대표 체계를 형성한 뒤 그 대표자들이 소속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바탕으로 일면 국가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 대가로 자신들이 소속된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이익대표방식을 가리킨다. 이 조합주의 유형에는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가 있다(Esping-Anderson, 박시종역, 2007: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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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마셜의 입장이었다(Marshall, 1981: 102). 이런 맥락에서 포괄적인 욕구를 사회권으로 관철하기 위

해,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복지재원을 주로 조세로 충당한다. 그런 만큼 보편적인 시민권에 의거하여 대부

분의 사회적인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급여는 정액급여이나 중산층

계급의 생활수준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매우 관대하며, 복지욕구가 발생할 시 자동적으로 부여된다((Bonoli 

and Palier, 2001: 335).

(3) 복지수급에서의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사회적 시민권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사회적 시민권에 기초하여 수급권이 주어진다. 여기에

서 보편주의란 복지급여 수급 시 어떠한 자산조사나, 낙인을 동반하지 않으며 권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며, 이로 인해 위험분산과 재분배를 최대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획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Park, 2004: 42-43). 이런 보편주의 성격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이념에서 사회권이 관철되는 

방식은 전적으로 권리에 입각하며 낙인이 수반되지 않는다. 다만 시민의 자격조건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

는 데, 스웨덴의 경우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어도 4년 이상을 거주하면 시민권에 기초하여 모든 급여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Abrahamson, 2009).

(4) 규제 대상: 복지공급자 대상

사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인 스웨덴의 복지행정체계는 전적으로 공적으로 운영되며,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놓여 있다(Bonoli and Palier, 2001: 335). 그런 만큼 행정기관은 매

년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에 대해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해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복

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 등 규율을 통해 수급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려고 한다(박승희 

외, 2007)242. 또한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에 의료서비스 공급자영역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총 26

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지자체산하에 있는 병원서비스 영역에 서비스 구입자(지자체)와 서비스 공

급자(병원)를 분리시키고 병원들 사이의 서비스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였다(백인립, 2009: 338)243. 

이러한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복지 수급자인 시민들보다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율과 경쟁을 통해 복지수급자에게 더 나은 가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공급자 대상의 규율은 약간 각도가 다르지만 노동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스웨덴의 경우 

노동과 관련한 부상과 질병의 발생률이 높은 작업장의 경우 고용주에게 보험비용을 내도록 하는 정책도 

수급자보다는 공급자 대상임을 알 수 있다(Stephens,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역, 1999: 92).244

그리고, 교육, 의료, 보육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 스웨덴은 ‘준 시장정책’(quasi-market)을 도입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와 민간간의 공급자 경쟁이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

면에서 부모가 공립 혹은 사립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고,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사람

242　박승희・채구묵・김철주・홍세영외,2007「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양서원

243　백인립.2009.“유럽사회보장제도 변화의 담론적 합의:영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제29호.

한국언론학회:173-220

244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역.1999.「변화하는 복지국가」.G.Esping-Anderson(eds.).1996.Welfare States in Transition. 인간과 복지

예산제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억제하게 된다. 이러한 지출억제는 대부분 서비스를 공급하는 복지 공급자

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규제대상의 대표적인 제도가 보건의료제도이다.

이를테면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개인 별 고객 환자들을 가진 병

원의사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처방에 대해서 담당의사의 재정적 책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든지, 병원

별로 연간 지출 총액의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여 보건 의료지출을 억제하는 등(나병균, 1997)240, 주로 복

지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권의 사회민주주의적 해석

(1) 복지책임의 주체: 국가

사회권의 전형이라 불리는 사회민주주의에서 복지책임의 주체는 전적으로 국가이다. 보편주

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가 포괄적으로 위험을 보장하고, 급여수준은 매우 관대하며, 그리고 사회적 시민권

에 기초한 평등을 추구한다. 물론 이 때의 평등이란 최저욕구의 평등이 아니라 최고수준의 평등을 지향

한다.

또한 모든 계층이 보편주의적인 단일 보험체계의 적용을 받되, 급여는 통상적인 소득에 비례

하여 지급됨으로써 시장을 구축(crowd-out)한다.

한편 이 사회민주주의는 시장과 전통적인 가족 모두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한다. 그럼으로써, 탈 

상품화의 지수도 매우 높으며, 가족의 비용을 선취하여 미리 사회화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물론 가족의 

의존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립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바, 아동들에게 직접 소득이전을 

제공하고, 아동과 노인 그리고 무력자들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떠안는다. 이와 아울러 

과중한 사회서비스의 부담을 국가가 마다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가족의 욕구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가정살림대신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Esping-Anderson,박시종역, 2007: 64-65).

(2) 재원조달의 책임: 국가(조세)

보편주의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에서 관철되는 사회권의 자격은 권리로서 주어

진다. 한편 이러한 권리에 부응하는 재원은 일반조세와 사회보장성 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특히 조세로 

충당되는 공적 사회지출의 규모는  덴마크. 핀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1995년에서 2004년도 기간 

동안 GDP 대비 25%-35% 내외를 차지한다(Abrahamson, 2009: 13).241 

  공적 사회지출의 대부분의 비용이 조세로 충당되기에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급여가 매

우  포괄적이면서 보편적이며, 소득 대체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정액의 시민권 연금이나 모든 국민들에게 관련이 있는 아동수당과 주택수당이 보장되도록 한다(Esping-

Anderson,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1999: 70). 이처럼 사회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정액의 시민권 연금 

등의 제도는  Marshall이 제안한 ‘사회배당금(Social Dividend)’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이 사회배당금은 

자산조사가 주는 낙인을 줄이고 보편적인 시민권에 기초하여 복지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키는 제도라는 

240　나병균.1997.“보수주의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프랑스, 독일, 영국의 예”.「사회보장연구」제13권제1호:207-246

241　Abrahamson.P.2009."The Scandinavian Model of Welfare and Its Effects on Social Cohesion".중앙대 강연원고(2009.1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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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조하는 국제인권규약당사국으

로서의 국가의 최소의무는 사실상 베버리지식의 국민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역할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처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권리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복지급여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해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국가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게 어

떠한 의무조건 없이 수급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이러한 권리성은, 바

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국가의 최소핵심의무 이행과도 연동되기에, 국

가의 최소핵심의무는 의료급여재정의 효율성과 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가인권위

원회의 입장으로 보인다. 

셋째, 복지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이 공급자 규율인지, 또는 수급자 규제에 있느냐 하는 담

론적 지형을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가지 국가의 재정여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

자들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금제 도입은 저소득층에 대한 명백한 차별적 조치이었다고 국가인권

위원회는 판단하였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파스급여를 제한한 것은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일

반국민과 비교해 볼 때 모든 국민에 대한 동일한 처우라는 의료보장제도의 일반적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급여제도 개선에 있어서 국가의 최소 핵심의무, 건강권, 정보인

권,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평등 처우 등을 강조하며 정부의 의료급여 개선안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본

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의료급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론에서 사회권에 

대한 입장을 유추한다면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이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

지만 의료급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재정의무를 강력하게 권고하지 못하고 공급자 규제 등에 대

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권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시각

에는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 국가의 역할

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사회권을 자유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적정수준의 의료급여

재정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공급자 규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서 공급자의 사회적 

규제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사회민주주의와도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특수고용노동자보호대책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담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사회권 담론의 성격은 전형적인 

보수주의도 아니며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론적 성격을 이념형별의 특징에 의거하여 볼 때, 첫째, 복지제공의 

책임주체로 국가를 상정하였고, 특수고용노동자 대책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ILO 협약의 당사국인 정부는 ILO 협약의 정

신과 ‘고용관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ILO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고용형

태를 보이는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는 물론이고 사회보험법적 보호의 제도적 틀을 제공해

야 할 국가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제공의 

주체로 국가를 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의 주체로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사회보험

들에게 공립학교 학생의 교육비 중 85%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한 민간 제공자들이 공공 제

공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보육서비스를  선택하는 선택권이 도입되었으며, 의료부문에서도 가정의(house 

doctor)가 도입되어 개인이 자유로이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준 민영화정책

들이 점유하는 비율은 1992년도 기준으로 볼 때 의료보호의 경우 단지 8%, 학교는 1.5%, 그리고 보육은 

2% 점유율에 불과하기에 민영화 정책이 주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Stephens,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역, 

1999: 93-94). 

한편 가정의는 서비스별 이용료를 기초로 보상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는 판단에서 보건의료 주 제공자인 군(county)에서 가정의 제도를 옵션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tephens,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역, 1999: 114)

I I I.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의 이념적 성격: 

의료급여제도혁신대책과 특수고용노동자보호대책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사회권에 대한 국가의 최소핵심의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이 같은 사회권에 대한 국가의 최소 핵심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Mas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

(Limburg Principl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그리고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에서 내놓은 ‘사회권 규약에 관한 일반논평’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약 문서 등을 근거로 정부의 의료급여혁신대책과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세운 논거는 정부의 관련대책이 국가의 최소핵심의무에 저촉된다는 것이었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논거를 사회권이라는 담론 속에서 상세히 접근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성격이 대별되어 나타난다.

우선 정부의 의료급여혁신대책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서 나타난 사회권의 

이해를 복지책임주체와 재원조달 주체, 수급권의 조건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간의 관계, 수급규율 대상 차

원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복지책임의 주체는 당연히 국가라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조하였다. 더욱이 공공부

조제도야 말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의 비준 당사국이 최소한도내

에서 이행해야 할 국가적 의무사항임을 가장 강조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은 사실상의 국가의 최소 핵심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사회권 규약에서 제시된 국가의 최소핵심의무는, 최저생활보장에 있어서는 개인의 기여나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같은 국

가의 최소의무 강조는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에서 거론되는 합리적 수준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조하였지만 그 수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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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wikipedia에서 정의하는 것252을 살펴보면, “사회

적 자유주의는 19세기 자유주의를 재구조화한 이념으로서 제어되지 않은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유를 누

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소극적 자유대신에 사회

적 자유주의자들은 적극적 자유를 지지하며 적극적 자유야 말로 건강, 교육, 복지 부문에서의 공적인 개

입을(원조를) 가능케 한다고 본다. 이점에서 공적 서비스 부문과 고용부문에서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

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유주의 이념과 정당들은 중도나 중

도좌파로 분류되기도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보듯이 사회적 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

과 자유의 개념, 그리고 권리의 개념에 대해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나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와 달리 적극

적 자유(freedom to)를 주창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사회적 자유주의자에게 자유는 단순히 제약이나 

강제로부터의 소극적 자유(freedom from)가 아니라 개개인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행하고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으로서의 적극적 자유를 주창한다(Heywood, 2007; 최영태, 2004; 

박우룡, 2003; Medocrowft, 1994; Green, 1924).

둘째,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빈곤이나 사회적 불의,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적극적 자유를 행

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적극적 자유가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회적 불의나 부의 

불평등 등의 문제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는 건강, 위생, 노동조건, 교육, 

빈곤문제 등 개인의 발전과 자유에 저해가 되는 경제정책과 사회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Howarth, 2007; 최형태, 2004).

셋째, 국가의 역할과 그에 상응하는 권리개념과 관련하여 적극적 자유의 행사는 바로 개개인

들의 가진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빈곤의 해결을 개인의 자조에 맡겨두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Howarth, 2007; 최형태, 2004; Medocrowft, 1994; Green, 1924253).

넷째, 수급규율대상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의 중요성과 연관되어 있다. 즉 기회가 박탈되는 여

러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 국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기회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이점에서 사회적 자유주의는 주로 복지공급자

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려고 한다(Argy, 200925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유주의의 이념은 기존의 고전적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

와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나 신

자유주의의 이념적 속성을 배척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자유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그 첫째는, 사회적 자유주의는 최소수준의 국가의 개입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에 반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정책영역에서의 국가의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개입을 통해 국민의 

252　http://en.wikipedia.org/wiki/social-liberalism/2009-12-16일자 검색

253　Green.T.H.1924"Lectures on the Principles of the Political Obligation".Longman

254　Argy.F.2009."Choosing Between Classical Liberalism and Social Liberalism".Vol.25.No.2.Policy:14-20

법의 적용방식으로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를 직장가입자인 노동자로 설정하는 것이 후기 산업사회의 

다양한 노무형태를 포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셋째, 사회권의 지위 자격이 후기산업사회의 노동

시장구조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노무제공자에게까지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는 

후기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권을 보다 개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을(worker) 사회권

의 지위 범주로 포섭하려고 하는 시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쟁점

이 되었던 근로자성 지표범위에 있어서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지표를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

에서 드러난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ILO의 ‘고용관계 권고’와도 일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지위의 평등화라는 문제가 사회적 시민권에서 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한 마셜의 

시각에서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지닌 노동자들의 지위를 보다 넓게 확대하고, 나아

가 이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위의 평등화를 이루고 사회의 유산을 누리도록 한 것이라고 하

겠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전형적인 산업사회의 노동자성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노무제

공자들을 사회보호의 대상으로 포섭하고 이들에게 사회권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구성원(membership)

의 지위를 확대하고 재구성해나가는 드와이어(Dwyer, 2000, 2204), 터너(Turner, 1993)245, 그리고 리스

터(Lister, 2002)246, 퓨지(Fudge, 2005)24�의 제안과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다시 한 번 종합해보자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제공의 주체를 국가로 상정하

고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를 통해 후기산업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노동자들을 사회권의 지위로 포괄하려

고 하였지만 재원조달주체로서 국가보다는 노사의 공동체를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사민주의의 일부 특징

과 보수주의의 일부 특징을 동시에 가진 위치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위치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의 성격은 전형적인 보수주의도 아니고 전형적인 사민주의도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인

권위원회의 담론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후기산업사회의 사회적 시민권의 재구성내지 개방에 일정한 역할

을 담당함으로써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법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회권 담론에서 드러난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론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의 성격은 사회적 자유주의에서 보여주는 이념적 친화성

을 보여준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사회적 자유주의는 19세기 자유주의를 재구조화한 이데올로기로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복지부문에 대한 국가개입과 적극적 자유,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주창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자유

주의’(New Liberalism), 혹은 ‘근대자유주의’(Modern Liberalism)로 명명되기도 한다(Heywood, 2007248; 

박우룡, 2003249; 노명식, 1994250; Medowcroft, 1994251; Merquior1991). 그리고 이 사회적 자유주의는 현

재 많은 나라에서 정당정치의 강령으로 채택되고 있다.

245　Turner.B. 1993.Citizenship and Social Theory.Newbury Park

246　Lister.R.2002."Citizenship and Changing Welfare States" edited by J.G.Andersen and Per H.Jensen. Changing Labour 

Markets: Welfare Policies and Citizenship.The Polity Press

247　Fudge.J.2005"After Industrial Citizenship:Market Citizenship or Citizenship at work?.Industrial Relations.Vol.60.No.4:631-656

248　Heywood.A.2007."Political Ideologies: An Introduction".Palgrave:Macmillan

249　박우룡.2003.「전환시대의 자유주의:영국의 신자유주의와 지식인의 사회개혁」.신서원

250　노명식.1994.「자유주의 원리와 역사-그 비판적 연구」.민음사

251　Medowcroft.J.1994."L.T.Hobhouse:Liberalism and Other writings"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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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의 입장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가 사회정책영역에서 재원조달이나 복지제

공주체로서의 최소핵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은 그에 상응하는 개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이 사회

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지향성과 비슷하다. 셋째, 수급규율대상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로 복지

공급자의 규제를 통해 서비스 접근에의 동등한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위치는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공급자 규제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지향성과 친화성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급여혁신대책과 특수고용

자보호대책에서 보여준 사회권 담론의 성격은 전형적인 자유주의도 아니고 전형적인 보수주의도 아니며 

또한 전형적인 사민주의도 아닌 사회적 자유주의와의 이념적 친화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이다.

  

IV.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에서 드러난 과제

이상에서 논의된 두 가지 이슈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의 성격을 규정해보고자 

하였지만 이러한 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를 전제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회권이

슈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회권과 관련된 여러 영역의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접

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전체적인 전략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이

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이슈를 다룸에 있어 국가의 최소핵심의무를 논거로 삼고 있지만 이러

한 국가의 최소핵심의무가 사회권이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한데다, 그러한 논의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그러한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지점이다.

사실 국가의 최소핵심의무는 사회권 담론의 출발이며 입문과정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

회권의 확보를 위한 첫 단계가 국가의 최소핵심의무에서 출발하지만, 그러한 논의는 사회의 적정수준 확

보를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사회권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는 국가의 

최소핵심의무에서 적정수준으로의 이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치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전략의 출발은 사회권 확보에 기준이 되는 최저기준들(최저 생계비, 최저 임금, 빈곤선, 최

저 주거기준, 의료와 교육보장의 최저 기준, 노동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대책) 

등이 사회적 적정선 차원에서 평가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국가의 최소핵심의무라는 것에 대

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나가는 것이 사회권 확보에서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복리수준을 최소수준이 아닌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점에서 대부분의 복

지서비스가 국가에 의해 조직되며, 대부분의 사회보험의 소득대체율도 실질임금의 70-80%에 이를 만큼 

매우 높은 편이다(Kautto et al., 1999255). 

둘째, 사회적 자유주의는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그에 반해 사회적 민주주의는 결

과의 평등을 중시하며,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고용을 정부가 보장하고 보편적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소득과 부에 대한 누진적 조세가 정부활동의 재정이 된다(George and 

Wilding, 김영화외 역, 1999256).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적 자유주의자는 신자유주의자도 다르며, 사회민주주의와도 일정한 이

념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점에서 버클러와 돌러위츠(Buckler and Dolowiz, 2004: 25)25�는 사회적 

자유주의를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있되 이 양자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초월하는 새로운 

이념으로서 규정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4)에서 보

는 것처럼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나 보수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이념

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림 4)사회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위치도

이상에서 거론된 사회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특징은 의료급여제도혁신대책과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에서 보인 국가인귄위원회의 사회권담론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론분

석에서 나타난 국가의 역할과 권리와 의무관계, 수급규율관계 등을 중심으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담

론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사회적 자유주의와 상당한 친화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개개인의 적극적 자유의 향유가 바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서 비롯됨

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의 역할은 복지제공자나 재원조달주체로서의 국가의 최소핵심의무를 

의미하며, 또한 법적 규제자로서의 입법적 조처를 마련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은 사회적 자

255　Kautto.M. Heikkila.M. HvindenB. Marklund.S and Plouh.N.(eds.)1999."Nordic Social Policy:Changing Welfare States".London:

Routledge

256　김영화・이옥희역.1996.「복지와 이데올로기」.Vic George and Paul Wilding.1994."Welfare and Ideology".한울아카데미

257　Buckler.A &Dolowitz.D.2004."Can Fair be Efficient? New Labour, Social Liberalism and British Economic Policy"Vol.9.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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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전적 의미의 ‘자유권’

은 국가권력의 강제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여 

왔으며 여기에서 경제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의 자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을 갖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생존할 수 있어야 하

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의 결핍으로 

고통 받는 인간이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회권’

은 바로 이런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인권으

로서 그것을 보장할 근거를 ‘인간의 존엄성’에서 찾고 있

는 바, 인간 존엄성에서 사회권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

한(entitlement)이 생기는 것이다.1

5. 문제는 이러한 사회권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의

무 이행을 누가 감시하고 견인해 내냐는 것이고, 이러한 

역할의 적임자로 국가인권기구를 꼽고 있는 것이다. 홍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회권의 경우에는 “그 기준

이 상대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으며, 일정한 자원이 확

보되지 않으면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

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

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

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라는 규정(제2조)을 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이다. 이것은 사회권이 당장 실현될 수 없

는 객관적 조건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둔 것

이며, 경우에 따라 (예컨대 가용자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일정정도 유보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는 경우도 많이 있

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국가의 의무에 대

한 미묘한 해석 차이이다.   

6. 전통적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와 의무의 체계이며,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와 의무의 체계라는 이분법 속에

1　예를 들어, 노동자의 단결권 같은 것은 사회권의 대표적 권리이면서 

국가권력의 개입을 배제하는 자유의 중심내용인 것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없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결정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제도는 정권의 교체나 경기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는 것이다.

서 사회권에 따른 의무가 정부들로부터 외면 받는 현실

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유엔 사회권규약에서 국가의 의

무에 대한 규정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 ‘점진적 달성’,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등 그 의미가 다소 목표 지향

적(programmatic)이어서 사회권 실현에 소홀한 정부

들에 대해 의무 불이행의 구실로 악용되어 왔던 것이 사

실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국제법률가위원

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를 중심으

로 국제인권법의 전문가들이 모임을 가지고, 이들은 국

가의 어떤 행위가 사회권 침해이며, 사회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하고, 침해 시 어떤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정리한 바 있는데, 그 결

과가 1986년의 ‘림버그 원칙’이고, 10년 후에 다시 모

여 더욱 구체화한 결과가 1997년의 ‘마스트리히트 가이

드라인’이다.

7. ‘림버그 원칙’에서는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하

는 모든 적절한 수단”의 "즉각적인 조치”, “권리의 완전

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즉각적 착수”,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라 함은 “우선적으로 최소한

의 생존권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가

이드라인’은 사회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며 ‘존

중・보호・실현’의 의무로 제시하였는데, 특히 ‘실현의 

의무’에 대해서는 법률・행정・예산・사법조치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다. 사회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한다면 바로 이러한 원칙들을 평

가 지표로 삼아 사회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바람직

한 대안을 제시하는 권고를 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 의

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2  

8.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1989년부터 일반논평

2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도 일반논평 9에서 “경제∙사회적 권리가 

법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엄격하게 분류∙채택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고, 두 종류의 인권이 나뉠 수 없고 상호 의존한다는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권한을 현저히 축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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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성수 교수님의 발제문 “국가에 의한 인권보장

의 한계와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적시된 주장과 그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

가인권기구로서의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금번 회의

의 전체 주제인 “사회권”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하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부족

한 편이지만, 구태여 사회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집중 조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논쟁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론적 논

거들로 채워져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되고 이론적 쟁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2. 토론자로서 홍 교수님의 논지에 몇 마디 거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홍 교수님은 논문의 말미 결론 부분

에 “중장기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이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자유권 쪽이 아니라 사회권이나 차별 

문제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업무에 매진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찰이나 교

도소 등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인권침해사건은 그 숫자

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법

무부 내의 진정처리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부

분이 있다. 물론 서구 선진국의 국가인권기구 형태와 운

용과정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대부분 자유권이 아닌 차

별 문제 해소 쪽에 더 집중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본 토론자도 한 때 홍 교수님의 주장과 유사한 “중

장기적으로...” 주장을 피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생각은 아주 많이 달라졌다. 바로 현 정권에서 대우받고 

있는 자유권의 현주소를 목도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이나 경찰, 군대 등 그동안의 인

권 문제가 발생했던 피권고기관들에게 ‘이제 이만하면 

되었으니 자유권 영역을 당신들이 잘 지켜라’고 부탁할 

수 있고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 돌이켜 보건대, 참여정

부를 지나면서 법무부, 경찰, 군대 등 각 기관에 인권보

호 장치와 제도가 생겨나면서 일정부분 자정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우

려를 불식시키지 못했으며,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지며 

오히려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무수히 보았다. 하물며,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현 정권의 행태를 보

면 더욱 더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직은 아예 이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짧은 역사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노라고 대외적으로 자랑하지만 아직은 너무도 취

약한 민주주의 제도에 머물고 있음이 백일하에 들어난 

지금 이러한 논의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

는 것이다. 

3. 따라서 홍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장기적으

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의 피권고기관들에게 자유

권 영역을 양도하고 사회권 보장과 차별 문제 해소에 집

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공감하면서도, 현재

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놓고 볼 때, 그것은 ‘머나먼’ 훗

날에나 논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

인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과 

차별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기본 취지

에는 적극 공감한다. 과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과 

차별 문제 해소에 대하여 무슨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자유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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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정부/인권위원회의 

관계 

오유진3 / 법무부 인권정책과

1. 서언

발제문은 국가에 의한 인권보장의 한계와 국가인권

기구의 기능에 대해 규제학의 이론을 빌어 새로운 국가

의 인권보장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새로운 규제 모델에

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모색한 것으로 이해된다. 발

제문은 새로운 규제모델 속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연성권

력, 다양한 행위자들의 설득의 장으로서 기능, 다양한 구

제수단의 활동, 결정 근거로서 국제인권규범의 활용 등

의 특징이 자유권과 사회권의 구별없이 적용되는 모델

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를 맡고 있는 토론자에

게는 자유권보다 훨씬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권을 어떻

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발제문에서

는 이러한 새로운 모델에 따라 국가인권기구는 사회권

과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해

야 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해

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발제문이 제시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이론적 틀과 논의에 대해서는 토론자의 역량부족

은 물론이고 발제자의 이론적 접근과 인권기구의 기능

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토

론에 있어 자칫 국가와 인권기구를 대립적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간과하기 쉬운 전통적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

3　본 토론문은 전적으로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에 대해서 몇 마디 언급하고, 나아가 현재 우리 사회에

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에 대한 소회를 말하

고자 한다. 

2.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논함에 있어 첫째, 

국가인권기구 또한 국가의 인권보장체계 속의 한 행위

자이다; 둘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이 사회권

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개인의 사회권보장에 대한 

종국적 의무를 부담하는 기구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침이 없다; 셋째, 전통적인 정치의 중요성을 간

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개별 국가의 인권보장체계 속에서 

독립성을 갖고 입법, 행정, 사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기구이다. 국가 대 국가인

권기구의 대립적 구도로 이해하게 되면 자칫 발제자가 

제시한 새로운 규제모델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울 수 있

다고 본다.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의 전통적 기능을 잘 살

리도록 하면서 비판하고 협력하고, 설득하며 새로운 규

범에 따른 인권기준과 인권보장모델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이는 전통적 정부의 기능에 대한 보충

적 기능으로 이해하고 싶다. 또 한편으로 국가의 인권보

장체계 속에서 국가인권기구를 바라볼 때, 국가인권기

구 또한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회권의 사법심사가능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많

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종국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강제될 수 있는 권리의 속성을 사회권이 갖고 있다

는 점과 동시에 사회권보장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의 중

요성을 역설한 것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입법부의 역할

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 사회권 실현을 위한 행정

부의 역할도 또한 막중하다. 흔히들 말하는 국가의 왼손

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의 역할이 없이도 자신의 권

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

들의 사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개인

(General Comments)을 통해 사회권규약 이행을 위한 

국가의 조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왔다. 1993

년 비엔나 인권선언과 행동계획(제2부 제75항)은 유

엔 사회권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

람들의 개인 청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택의정서 채

택을 촉구하여 왔는데,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다 

2008.12.10.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로써 경제・

사회・문화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

는 진정절차를 국제인권법 체계 안에서 갖추게 된 셈이

다. 그동안 자유권 규약은 국제적으로 사법적인 구제수

단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사회권 규약은 권리를 침해당

했을 경우 호소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었다. 사회권규

약선택의정서 채택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의 불균형을 어

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행 모니터링 또한 국가인권기구

의 빼놓을 수 없는 업무 영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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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위 사회권 담론 성격’

발표 / 나영희(전 국가인권위 인권교육본부장)

국가인권위회의 사회권 담론의 과제

랑희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정책팀, 민주노동자연대

  과거 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는 

자유권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점차 인간

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권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자유권만으

로는 인간다운 삶의 영위가 가능하지 않으며 각각의 인

권은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보완, 상승되기 때문이다. 또

한 사회가 변화하면서 인권의 목록도 확대되어 정보인권, 

환경권 등의 새로운 목록도 추가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사회・경제발전의 결과물

을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기보다는 일부에게 집중되고 개

인의 삶은 개인이 온전히 책임질 것을 강요받는다. 이윤

의 가치가 우선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 또는 자

본을 가진 자의 권리는 확대되는 반면 가지지 못한 자의 

권리는 축소되고 왜곡된다. 권리의 침해자는 더 이상 국

가만이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자본주의, 기업)이기도 하

다. 이런 사회에서 사회권의 보장은 더욱 중요해지고 동

시에 사회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싸

움이 된다.

  나영희 선생님의 발제에서 보듯이 한 사회의 사회

권에 대한 태도는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드러

낸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시장과 개인의 관계를 설정

하는데 있어 힘의 관계, 사회의 지배하는 가치 등과 관

계될 수밖에 없다. 국가와 시장이 지향과 인권사회단체

의 지향은 대립되고 여기서 국가인권위의 태도에 따라 

인권의 입장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하는지, 적절하

게 타협지점을 찾으려 하는지, 아예 정부의 입장을 발맞

춰 가는지 그 성격이 드러난다.

  인권시민단체의 지향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맞서는 이념적 가치로 사회권을 이야

기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원리로서의 인권을 이야기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고통, 계급적 고통을 막아

주는 인권이며, 인간다운 삶의 방식을 만드는 가치, 물적

기반의 평등한 분배를 지속하기 위한 구조와 책임, 타인

과의 연대의식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인권

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권과 사회권의 불균형이 해소

되고 있지 않으니 이는 사회권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야

하는 인권운동진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앞으로의 과제

이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 다룰 주제인 국가인권위원회

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국가인권위 설립 이래 자유권 중심의 인권구제업

무를 해오면서 많은 성과를 올렸으나 상대적으로 사회

권 분야에서의 활동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

회권분야의 활동이 없지는 않았으나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활동에 대해 미진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사회권 분야에서, 차별받는 소수자

의 진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식과 함께 정책권고와 

의견 제출이란 방법을 취해왔다. 그러나 개별 진정을 개

선하고, 정책권고와 의견제출로만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 개별진정을 통해 사회구조적 문

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정책 권고나 의견을 타 국가

기관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었고 국가인

권위 스스로도 권고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과 후속조치

를 취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 인권위의 권고가 사회전반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장은 어려

운 일이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유의미한 권고와 의견들도 있었지만 이것들을 통한 사

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사람들

은 소득, 교육, 보건, 노동과 임금, 가족생활 등 모든 영

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서 모든 사람의 최소한의 사회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

기 어렵다.

문제는 정책의 방향성이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어떤 곳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가하는 

것이다. 이는 곧 정치의 영역이라고 본다. 사법부가 종

국적으로 개인의 사회권을 실현하는 강제력있는 권리구

제 기능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법률을 통해 행정부

가 법률에 따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방향은 협의의 정치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가 완전한 

오른손잡이가 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령 그 한계에 대한 비판은 할지언정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대의민주주의제 하의 선거이다. 

3. 정부와 국가인권기구의 관계 

이 주제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안들과 실무 경

험에서 느낀 바를 말하고자 한다. 국가의 인권보장체

계 내에서 정부와 국가인권기구는 각자의 역할과 기능

을 담당하고 비판과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원칙론적으로 동의할지 모르지만 실무적으로 그

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도발적인 얘기

로 들릴 수 있으나 우리의 근현대사를 통해, 국가인권

위원회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확보한 정부에 대한 (민주

적)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거나 그러한 권위를 통해 정부

를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사회권 

영역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 오히려 국가인권

기구는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시켜야 하며, 까다로

운 예산 분배와 직결되는 사회권 영역에서는 그 영역과 

소관 부처, 관련 기관, 이익집단 등 이해당사자들의 행

동양태에 대한 이해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론적 차원의 보편적 인권인 사회권을 실천적으로 개

개인의 생활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타겟 집단, 특

정 기간 내에 달성할 목표, 목표 달성 방법 등이 구체화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기구 또한 

사회권 분야에서 지표수립, 목표설정, 시간설정, 달성계

획 등을 제시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왔다. 국가인권기구

는 자칫 정부가 놓치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 그들의 권리, 

또는 정책수행방법의 잘못으로 인해 목표한 효과가 달

성되지 못하거나 역효과가 더 큰 경우 등에 대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 미시적 역량을 갖

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인권기구가 정부와 관계를 설정하는 방

식은 대립적이기 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

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실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국가인권기구가 한 국가의 다층적 인권보장체

계의 한 행위자로서, 전통적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다양

한 인권보장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기능과 역

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적 토론을 촉발하는 기능일 것이다. 

이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하

고 그 이행여부를 단순 확인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행을 

위한 협력과 권고이행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입법, 행정, 사

법부와 협력관계에서 실제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

을지에 대해, 직원의 행동강령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수

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인권위원회 설립초기 인권기

구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가 팽배한 상황에서 독립적 국

가인권기구의 위상을 수립하고, 그 성격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과 지난 몇 년 독립

성에 대한 논란을 겪은 이후, 또 사회권 보장이나 차별 

문제에 역점을 두는 경우, 특히 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

는 경우에 독립성을 실현하는 인권위원회의 접근방식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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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다물거나 에둘러가며 말을 아껴서도 안 된다. 설령 

국가인권위가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놓더라도 미적거

리다 내놓으면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중

요한 시점에 발 빠르게 꼭 필요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할 

때 국가인권위의 존재는 빛날 수 있다. 

또한 누구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지 않을 안전한 사

안들만 다루려 해서는 안된다.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이라도, 어떨 때는 ‘좋은 일, 꼭 필요한 일 하네’라는 

공감을 얻지만, 어떨 때는 ‘뭐 그런 일까지 나선데’라는 

핀잔을 들을 수 있다. ‘아동’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는 다수 여론이 공감하지만, ‘성소수자’나 ‘감옥의 재소

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여론이 박한 것이 현

실이다. 국가인권위는 대세적 여론이 차갑게 구는 사안

에 대해 인권 기준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고단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통념과 연민에 호소할 수 있는 

사안만을 다루는 것은 인권 내에서도 더운 밥・찬밥을 

가리는 것과 같다. 여론이 쌀쌀하다고 해서 특정 사람들

의 인권을 외면한다면, 그건 썩은 동아줄이다. 국가인권

위에는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들과 ‘같이 

매를 맞겠다’는 맷집이 필요하다. 

[2]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한 국책사업에 재빨리 개입

하라!

대다수 시민의 인권문제에 쓰나미처럼 재해를 몰고 

올 국책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때가 있다. 이럴 때 국

가인권위는 재빨리 개입하여 인권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 ‘정보인권’의 문제를 공론화한 일, 테러방

지법 신설로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과잉될 위험에 처했

을 때 국가인권위가 재빨리 인권침해의 경보를 날린 일 

등을 주목할 만하다. 반면 4대강 개발 사업은 농민 생존

권을 비롯해 환경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데도 국가인

권위가 이 사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칫 다수 시민의 인권이 

위험해질 수 있는 국책사업이나 법률 제정에 대해 국가

인권위가 재빨리 개입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활동은 필

수적이다. 

[3] 뒷심을 갖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괜찮은 권고 한번 했다고 해서 인

권이 당장 개선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 국가인권위가 제

시한 기준이 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고, 국가정책에 의

해 또 다시 침범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끈질긴 자

세가 중요하다. 

일례로, 2003년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처

음으로 이라크 파병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라크 전쟁이 유엔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시작

됐고, 이라크 민간인의 무차별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전

쟁이므로 반대한다는 인권의 시각을 분명히 했다. 그러

나 이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추가 파병 동의

안이 추진될 때 국가인권위는 침묵했다. 한 번 입장을 제

시한 것만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

다.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거듭 제동을 걸지 않

고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국가인권

위는 인권 기준을 제시했으면, 그것을 거듭 환기시키고, 

그 기준이 현실에 뿌리내릴 때까지 다층적인 노력을 기

울이는 태도를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공공기관들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노골적으로 무

시하는 일이 많다.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역할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국가인권위의 약발

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땐 국가인권위 권고가 가진 

힘도 떨어지고, 권고 수용률도 떨어진다. 국가인권위는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한’ 사안에 대한 권

고만 내어놓는 꼼수를 궁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제 살 깎아먹기다.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정당

하지 못한 사유로 거부되었을 때야말로 뒷심이 필요하다. 

거부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권고가 수

용돼야만 할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후속 

회변화를 끌어내고, 사회권이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있

다는 것이 체감되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이는 사

회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목표가 무엇인지 계획은 어

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기적인 그림 속에 단계적인 실

행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이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입맛에 맞

는 활동만 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이

는 사회권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자유권의 영역도 많

은 후퇴가 있었고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 태도는 절망스

러웠다.) 쌍용차 파업 등 노동자들의 파업과 집회결사에 

대한 국가의 태도, 공무원노동조합의 신고반려, 용산참

사를 통해 드러난 주거와 강제퇴거의 문제, 4대강 사업

을 추진하면서 우려되는 환경문제와 농민들의 삶의 붕

괴에 대한 문제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와 논쟁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최소한의 소극적인 입장

을 내놓거나 혹은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

의 독립성이 존재적 성격과 활동의 내용에 얼마나 영향

을 미치는 지 깨달게 해주었다.

  그럼 국가인권위의 사회권 활동과 관련하여 앞으

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적으로 나영희 선생님의 

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권에 대한 어떤 태도(담론

적 성격)로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단계를 설

정할 것인가가 중요하겠다. 최소핵심의무를 뛰어넘어 

적정수준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을 바탕으

로 사회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뿐

만 아니라 비국가행위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권침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활동과 

구제가 진행되어야하고, 사회권 실태에 대한 파악과 사

회권 지표 개발 등 사회권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들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회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인식

확산이 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홍보, 토론, 정보의 공유, 

인권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비사법기구인 

장점을 살려 진보적인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인권의 확

장을 위한 해석과 문제제기,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유의미한 권고나 입장을 내놓더

라도 수용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사회권에 대한 

권고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데, 설득과 이행강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권고와 설득을 위한 노력과 구체적이고 단계별 과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

고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가 자기 존재와 역할에 대한 

권위를 갖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렇

기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국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회, 

인권단체와의 관계를 통해 서로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

으며 시민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에 직면한 집단이 

정치세력화하면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과정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 국가인권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할 것이다.

* 참고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정책팀이 

발간한 자료집의 일부 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 : 국가인권위, 이 길로 가자.

[1] 강자 앞에서 강하게! 권력 기구와 대세적 여론에 

맞서라!

권력기구가 기침만 해도 인권에는 독감이 걸릴 때가 

많다. 국가인권위는 이럴 때 힘을 발휘하라고 만든 기구

다. 그러니 인권이 문제될 때 국가인권위는 눈치를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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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

[4] 문제의 뿌리를 함께 건드려라!

국가인권위는 반복되는 수많은 차별 진정을 받아 처

리한다. 개별적인 진정사건들에는 하나하나의 절박한 

사정이 녹아있다. 그것에 대응하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만 매달려서는 그런 사건들을 낳는 

구조를 깨뜨리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는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일례로 국가인권위는 장애인단

체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적극 환영한 바 

있다. 또 국가인권위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중요한 결정

을 내놓았다.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특허

권자의 독점권을 없애고 비특허권자에게도 생산 권한을 

부여하는 ‘강제실시’가 필요하다는 결정이었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 가격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환자

들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끝이 없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비록 특허청은 이 권고를 거부했지

만, 국가인권위가 문제의 뿌리를 건드린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다. 

[5] 안이한 판단으로 인권 기준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라!

다소 추상적인 인권의 원칙을 실생활에서 구체적으

로 해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국가인권위는 인권 기

준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자칫 

안이하게 판단하면, 인권의 ‘구체화’가 아닌 ‘악화’의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악화의 사례가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

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8월, 집회 현장에서 

연행된 여성 유치인들에게 마포경찰서는 ‘자해 위험’을 

내세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강요했다. 이에 대해 국가

인권위는 속옷 벗기를 강요한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문

제 삼지 않았다. 경찰청장에게 ‘여성 유치인이 성적 수치

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라’고 권

고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결정은 경찰에서 제시한 외국 자료에만 

의존해 내놓은 것이었다. 2000년 이후 유치장 내에서 

브래지어를 이용해 자해・자살한 전례가 전무하고, 경

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도 위험물의 

예로 브래지어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구치소에서도 브

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브래지어 탈의 강요 자체를 문제 삼

지 않고 규정 보안만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국가인권위

원회의 결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보완조치

만 이루어진다면,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가능하다’는 후

퇴된 기준이 정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가 피진정인인 경찰측이 제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

고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더라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6] 시민과 인권운동의 목소리를 귀히 받들라!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영향력은 어디서 나올까? 당

연한 말이지만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나온다. 

즉 인권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인권운동의 힘에서 나온다. 

국가인권위가 비틀거리거나 맥 빠진 행보를 보일 때, 그

것의 원인은 권력기구들의 견제와 횡포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인권 현장과의 괴리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시민과 인권운동의 목소리는 국가인권위에 가장 뼈아픈 

비판을 해대고 칭찬에는 박하다. 입에 쓴 약이 보약이다.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귀히 받들 때, 국가인권위는 제대

로 된 표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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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아일랜드

자칫 오타처럼 보이는 aall hhhuman iss kkkkindd 라는 문장은 기억도 나지 않는 어느 소설책에서 말 

더듬이의 소리를 표기한 형식에서 가져왔다. all human is kind를 더듬더듬 읽어 내는 행위는 당시 내게 

신체의 장애가 아니라 문장에 담긴 의미의 진정한 바램 혹은 믿음의 장애로 전달 되었다.

진시우, All human is kind, 제작한 고무인과 스탬프 드로잉, 가변크기, 2007

콘크리트 아일랜드

Blockbuster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공군이 한 구역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위력으로 제작한 4.5톤짜리

폭탄의 이름이다. 한참 철거가 진행중인 옥인동 시범아파트의 파편들이 Blockbuster을 연상시킨다

진시우, Drive a Blockbuster, Ball Point Pen on Paper, 17 x 17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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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아일랜드

이정민, 콘크리트아일랜드 전개도 展開圖, 2010

콘크리트 아일랜드

한 평면상에 있고 일직선상에는 없는 3개의 점. 3개의 점을 2개씩 쌍으로 해서 선분을 연결한다.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꼭짓점, 세 개의 내각. 우리는 한 평면상에 있고 일직선상에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다만 

선(線)이다. 손으로 그린 삼각형은 이것도 저것도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계속 그리게 된다. 끊임없는 

연결을 시도한다. 삼각형은 섬이 된다. 

이정민_ 섬-완벽한 삼각형을 찾아서_ 종이에 싸인펜_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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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극주의와 사회권

- 우리의 경우를 향하여”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1. 들어가기: 

1)세 가지 에피소드

※ 참여연대,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저희는 극기체험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험단의 목적은 최저생계비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

을 구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체험은 저희들의 삶을 의지와 관계없이 극한의 상황으

로 몰아갔습니다. 먹는 문제 이외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외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기본적인 문화, 

사회생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자존감을 경험했고, 심화되는 고립감과 우울감에 시

달려야 했습니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단, “최저생계비는 ‘사회안전망’이 아닌 ‘가난의 포획망’이

었습니다.” 2010.8.2>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규정]이,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

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97.5.29 94헌마33>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각종 법령 및 정부시책에 따른 각종 급여 및 부담감면으로 인하

여 최저생계비의 비목에 포함되는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비소비지출비를 추가

적으로 보전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4.10.28. 2002헌마328>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

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5.29 94헌마

33>

    

2) 문제제기 및 논점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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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당성 문제

  - 사법부는 정책결정을 하기에 적합한 민주적・정치적 정당성 결여

  ② 능력의 한계

 - 당사자성의 문제

 ・  종합적, 체계적, 포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사회권보장의 체제가 소송의 방식을 통할 때에는 개별

적・구체적 사건 속에서만 이해되고 평가・판단됨 ==> 한 사건에서의 정의 또는 형평성이 자칫하

면 전체적인 정의・형평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나아가 국가재정의 파산, 자원배분체제의 왜곡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cf. 인도의 합리성심사  

 - 정보한계・전문적 분석・평가・판단능력의 한계

 ・  사법관들은 법전문가: 한정된 정보능력으로 수많은 정책적 판단이 요청되는 사회권체제의 평가에 

적합하지 않음

 - 집행의 한계

 ・  기존의 사회권보장수준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이 나더라도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에는 

사법부가 적절하지 않음: 권력분립의 원칙뿐 아니라 사법부의 능력이라는 점에서 그러함

○ 전통적 한계론: 권력분립론, 민주주의론(R. Gargarella, P. Domingo and T. Roux, 2006a)

○ 반론

 - 적극적・소극적 의무론: 

 ・  소극적 개념: 개인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방해받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강제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의 존재를 의미

 ・  적극적 개념: “자신의 선택에 의해 사고하고 의욕하며 행동하는 존재로서 그 선택에 책임을 지

며, 자신의 생각과 목적에 의거하여 그러한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을 때” - 도덕적 자율성(moral 

autonomy) 또는 자유의지(free will) 

 -  Isaiah Berlin, "Two Concepts of Liberty," in: Isaiah Berl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118, 31.

  

 ・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9(1998) - 사회권규약의 다수 규정이 “즉각적 이행이 가능”하며 “사

회권을 그 정의에 따라, 법원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 두려는 이런 엄격한 분류의 채택은 자의적이며, 

두 인권규약들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호의존적이라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사회 내에 가장 취학하고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집단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 법원의 역

할을 현저하게 축소시키고 있을 따름이다”(para.10)

 

 ※  현행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우리 헌법상 자유권・사회권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음: 

 -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헌법 제10조 내지 제37조제1항의 규정 모두를 의미하는 

 -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최소한의 급부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minimum 

core' standard 

○ 의미에 대한 논의들

 - 헌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 -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

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

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1977.5.29. 

94헌마33)

 - 학설: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 “최

소한의 물질적 생활”

○ 사법자제 v. 사법적극주의

 - 판단의 주체: 

  ・ 정책판단 v. 법판단 ==> 입법・행정부만? 또는 사법부도?

  ・ 존중, 보호, 촉진 및 충족의 의무의 헌법적 포섭문제 

 - 사법심사가능성(judiciability)의 문제: 

  ・ 심사가능성: 사회권의 성격론, 사법부한계론

   ・ 심사의 기준: minimun core test, rationality test

 - 판단의 대상: 

  ・ 사회권정책(계획 및 집행)에 대한 위법성(위헌성) 판단의 가능성문제

  ・ 사법판단의 집행가능성의 문제: 선언적 결정 v. 집행결정

 - 규율의 수단: 

   ・ 사전예방조치, injunction(유지명령, 보고・모니터링), 전보(compensation), 제거(invalidation), 

처벌(penalties)

※ 논의의 범위

 -  경제・사회・문화권 중 노동・환경・여성・교육 등에 관한 권리는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미 단행법, 민사법 등의 수준에서 사법심사가 상당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사회권과 사법심사가능성의 문제

1) 사법심사가능성의 문제

○ 부적합론

 - 사회권과 자유권의 차이론: 적극적 국가의무 v. 소극적 국가의무

 ・ 선택(정책판단) v. 결정(법판단)   

 ・ 의무내용의 불특정성, 포괄・종합적 성격: 즉각적 이행의 곤란성 

 ・ 상황/여건/자원배분

○ 사법체제의 한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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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체제의 당사자성: 

 -  권리침해의 특성: 사회권에 관한 국가행위는 일반적・추상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나 사회권의 침해

는 개별적・구체적 수준에서 야기됨

 ・  사회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이 그 구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결정의 방식(입법 등 정치적 

결정) 혹은 행정적 결정의 방식(행정기관에의 호소 및 일정한 행정작용의 유도)을 취할 수도 있으나, 

 - 이는 그러한 결정을 위한 절차 자체에 대한 접근 조차 확실하지 않음

 ・  반면 소송의 방식은 개인의 이니티어티브로써 얼마든지 일정한 심판, 판단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

음

  - 사법부는 ‘개인’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기관

 ※  “사법부는 정치기관의 결정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거나 잉여화된 사람들로부터 불판을 접수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법관은 특히 [공적 토론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엔진으로서

의] 과업에 잘 어울린다.” (Roberto Gargarella, 2006, p.28)

○ 사법절차의 가시성

 - 사법절차는 사회적 이슈제기에 적절한 수단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기 쉬움

 ・공개주의의 원칙상 이슈의 제기, 전개, 발전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음

○ 절차적 공정성: 대등한 발언기회의 확보

 - 주장과 반박, 입증기회의 대등성

 - 증거・정보의 획득, 공개가 용이함: 입증책임의 문제, 증거개시결정 등

○ 승자독식: 합리성・효율성에 관한 정책선택이 아니라 법적합성여부에 관한 결정의 절차

 - 주장에 대한 법적 정당성의 확보가 용이

 -  권리구제의 확실성: 특히 소송대상이었던 처분등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책, 예산 등에 대

한 위법성선언이 이루어지거나 결정에 부수됨으로써 향후 입법개선 혹은 행정개선의 작업이 이루

어질 수 있음

cf. Ran Hirschl, Towards Juris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ch.4는 인권 특히 사회

권의 법화-사법심사 포함-는 사회정의의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3. 사회권에 대한 사법심사와 사법적 통제: 예

1) 사회권과 사법심사

○ 심사의 준거: "약한 심사" v. "강한 심사"

○ 심사의 기준: 최소핵심(minimum core)심사 v. 합리성(rationality)심사

○ 심사의 결과: 위법심사 v. 의무화심사 또는 선언적(declaratory) 결정 v. 명령적(mandatory) 결정

것으로 국가는 이 모두를 보장하여야 함

 -  이렇게 보는 것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

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헌법 전문에 

부합됨 

 - 사법체계의 문제

   ・이는 사법본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설계의 문제로 환원됨

 -  남아공의 경우 헌법 제172(1)(b)조 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하고 형평적인(just and equitable)” 모

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당사자성의 문제는 구체적 규범통제(개별사건에 대한 규범적용배제)와 더불어 추상적 규범통제(당

해 제도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의 틀을 결합함으로써 처리가능

 -  헌법재판, 법률소원, 입법부작위소원 등의 경우 개별적 사건을 계기로 사법심사가 촉발되나 그 판

단효과는 당해 법률 혹은 입법부작위 차제에 대하여 미치게 됨으로써 당사자성의 문제는 극복됨

 -  일반적인 헌법소원의 경우 당해 제도의 위헌성여부 판단이 주문(ratio decidendi: 판결문의 주문이 

아님) 속에 포함됨으로써 나름의 일반성을 확보할 여지가 있음

 ・ 정보의 문제 또한 절차법적 문제로 환원될 수 있음

 -  예컨대, 직권 주의적 절차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재법의 현 체제상 헌재의 증거제출명령 등의 제도

를 활용하면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음

 - 가능하면 공개변론, 참고인제도 등을 활용, 그 분석능력을 보완・보충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사회권판단에 대하여는 오늘날의 정보지식사회의 틀 속에서 그 전문성의 흠결은 보완 가

능함

 -  문제는 전문성이 아니라 가치판단 내지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의 여부에 있으나 이는 법리(minimum 

core standard 및 합리성(이때 합리성은 법적 합리성의 문제임)심사 등)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입하면 됨

 ・ 집행의 문제 또한 법의 문제에 한정될 수 있음

 - 사회권위반의 국가행위(입법・집행, 처분 등)에 대한 무효선언

 - 일정한 국가행위의 의무화선언

 - 장래의 국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의 체제 구축(입법필요사항)

 - 잠정조치(가처분, 가집행)

 ※ 현재 국가의 처분 등에 대한 가처분제도를 창설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 결국 제도설계의 문제: 

 - 현행의 헌법재판제도로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극복 가능함

 -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사법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후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

에 관한 개정조항들을 삽입할 필요가 있음

 

2) 왜 사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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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ion, Case No. 31.777/96, 1998

   ・ 국제인권협약(ICESCR, Art. 12(2)(c))에서 건강권 도출

3) Minimum Core Test v. Rationality Test

○ 최소핵심심사: UN사회권위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법체계에서 원용하는 기준

  (최소핵심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것으로는 Nickel(2010) 제9장) 

 - 계쟁중인 사회권의 최소한의 핵심요소를 추출, 그것의 실현/침해여부를 심사

 - 본질론(Essence approach), 동의론(consensus approach), 의무론(obligation approach) 

 - ①  객관적 기준에 의한 예측 가능한 판단이 가능　②핵심부분의 결여가 있는 경우 국가는 가동자원

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됨(입증책임의 전환)

 -  하지만 무엇이 본질, 핵심인지, 누가 그것을 판단하고 동의하여야 하는지, 의무의 순서는 어떻게 해

서 결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 Constitutional Court of Columbia: CC Decision T-760, 2008

   ・  HIV/AIDS 바이러스검사・항체검사, 암치료, 적절한 치료가 컬럼비아내에서 불가능할 경우 해외

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은 건강권의 핵심내용으로 즉시 집행되어야 함 

 - India: 

  ・  Paschim Banga Khet Mazdoor Samity & Others v. State of West Bengal and Anor, AIR SC 2426, 

2429(1996) 

  -  사고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조치를 받을 권리는 건강권(생명권에 내포되는)의 핵심요소 - 6

개 국가병원이 시설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응급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건강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v. Union of India & Others(Writ Petition (Civil) No. 196of 2001)

  - 곡물재고누적에도 불구하고 기아자가 나타난 것은 right to food 침해 

  -  자력이 없는 사람-노인, 미망인, 장애성인 등)에 대하여는 무료의 식량을 받을 권리, 초등학교

에서의 300칼로리 이상, 12그램 이상의 단백질이 포함된 무상점심급식을 200일 이상 실시하

는 것 등은 최소핵심

     - 미국 New York주의 경우: “Constitutional Minimum"

  ・ Campaign fo Fiscal Equity v. State of N.Y. 2d 893(2003) 

  ・  기본적인 문자해독, 계산, 구술능력 등은 투표하고 배심원으로 봉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민적 능력 - 이는 교육권에 있어 헌법적 최소한 내지는 최저선(floor)

○ 합리성 심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남아공의 사회권판결의 동향에 대해서는 강승식, 2010 참조)

 - Government of Republic of South Africa v. Irene Grootboom and Others, 2001 (1) SA 46 (CC)

   ・ 대체주거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철거, 주민을 추방한 조치는 주거권 침해

   ・ 헌법재판소는 사회권위원회의 최소핵심심사기준을 채택하지 않음을 선언

2) 약한 심사 v. 강한 심사

○  사회권주장에 대하여 이를 자유권(특히 생명권right to life)의 한 내포로 포섭하여 자유권침해여부로

써 판단하는 간접적 심사방식(약한 심사)과 사회권을 직접 인정하고 이를 권리목록에 포함시키면서 

그 이행여부를 심사하는 방식(강한 심사)

○ India: 약한 심사의 경우

 -  생명권의 범주 내에 존엄(dignity), 생활조건(living condition), 건강(health) 등의 내용을 포함: 사회

권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의 논쟁을 우회

 - Shantistar Builders v. Naryan Khimalal Totome & Others, 1 SCC 520(1990)

   ・  생명권은 적절한 영양과 의복, 주거지(shelter)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된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 삶

의 권리

   ・합리적인 주거는 인간발전과 ‘생명권’의 충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

 - Chameli Singh & Others v. State of Up & Anr. 2 SCC 549(1996): 

   ・  주거지(shelter)에 대한 권리는 생명권의 핵심적 요소: 품위 있는 주거의 결여는 평등권, 경제적 

정의, 주거에 대한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권 그 자체 등 헌법이 활성화하고 있는 모든 

목표들을 좌절시켜 버린다.

   ・  “어떤 조직된 사회에서도 인간(human being)으로 살아갈 권리는 인간의 동물적인 욕구를 충족

시키는 것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편의(facilities)를 

확보하고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약들로부터 자유로울 때에만 그것이 보장된다. 모든 인권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  식량에 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 건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 교육권, 의료처치(medical care)에 대

한 권리 등도 생명권으로부터 도출

   ・  Olga Tellis v. Bombay Municipal Corporatiom, 3 SCC 545(1985): 생계(livelihood)의 권리도 생명

권에 포함: 직업을 구하기 위해 대도시 주변에서 노숙하는 자들을 소거하는 것은 생명권침해

  -  이 판결은 방글라데시의 ASK and Ors v. Government of Bangladesh and Ors(1999)에서 생계

의 권리가 생명권에 의해 보호된다는 판결의 근거가 됨

○ 미국

 - Pottinger v. City of Miami, 810 F.Supp. 1551(1992)

   ・  노숙자들을 경찰이 체포하고 그들의 물건을 파괴하는 것은 잔인하고도 이례적인 형벌에 해당하

며 적법절차권리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 나아가 평등보호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여행의 권리 침

해

 ※ Argentina - 강한 심사

 -  Viceconte, Maricle Cecila v. Argentina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Poder Judiciale d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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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적 집행의 가능성: 특히 적극적 조치에 대한 사법판단의 예

○ 사후적・교정적 판단 v. 사전적・형성적 판단

 - 사후적・교정적 판단: 자유권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음

   ・무효화(국가의 부작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즉 부작위위법확인)

   ・처벌

   ・보상・배상, 원상회복, 장애제거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처분

 -   사전적・형성적 판단: 사법부는 국가의 (진정・부진정) 부작위에 대한 위법판단에 그치지 않고 향

후 일정한 적극적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기존의 상태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 입법부 또는 행정부가 취하여야 할 행동을 특정하여 명령하는 방식

   ・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입법부 또는 행정부가 구체적인 집행내용을 결정하도

록 문제를 회부하는 방식

   ・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 대하여 향후의 계획 또는 그 계획의 집행여하를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하

는 제3의 기관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심사, 평가하는 방식

a. 구체적인 행위・처분의 명령

○  아르헨티나 Defensoria de Menores NRO3 v. Poder Ejecutivo Municipal, Agreement 5, Superior 

Justice Court, Newquen, 2 March 1999

 -  납과 수은으로 오염된 하천으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권,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지처분청구소송에 대하여 

 -  법원은 ①주정부는 해당지역의 가정에 대하여 그 구성원 1인당 100리터의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

하고, ②안전한 상태로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 ③이 명령은 48시간 이내에 집행

되어야 하며, 지하오염원을 밝혀내어 처리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 ④물은 모든 아동과 그 가족

들에게 공급되어야 하며 그들이 그 지역의 유효한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불문할 것 등을 명함

 - 임시조치라 하지만,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작위명령에 해당

○ 인도 

   Bandhua Mukti Morcha v. Union of India and Ors, AIR 1984 SC 802

 - 최저임금법, 채무상환(강제)노동(폐지)법 등의 집행지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  ①기업에 고용된 모든 아동들에게 기업들 또는 기업들과 정부의 협력에 의해 제공되는 의무교육의 

실시, ②정기적인 건강검진, ③영양이 있는 음식의 제공 등을 위한 단계들을 진전시켜 나갈 것을 명

령

   Olga Telis case

 - 노숙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은 합법이라 판단하면서도 

 - 그 최소핵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며 그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  대신 재개발처분은 주거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

에 그들의 주거권을 함

   ・  이에 정부는 가용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이를 개선하여야 함

 -  견딜 수 없는 생활환경 또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실현하여야 할 

절박한 필요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주거지를 마련해 주는 것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수립, 

집행할 것을 명령

  - Minister of Health v. Treatment Action Campaign, (No.2) 2002(5) SA 721 (CC) 

 ・  HIV가 출산과정에서 모체로부터 태아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Nevirapine의 시술을 그 임상실

험을 하는 특정병원에만 한정한 것은 건강권(생명권) 침해

 ・ 임상실험병원 외에도 Nevirapine의 시술을 가능케 하도록 지체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  여기서도 헌법재판소는 최소핵심기준에 의한 심사를 배제하면서 만일 그 심사기준을 취할 경우 당

히 “핵심”적인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고 함

  -  법원은 무엇이 최소핵심기준인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사실상 및 정치적인 조사를 

하기에 적합한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

 ※ 고등법원에서는 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 최소핵심기준에 의한 심사를 함

※ 인도(최소핵심심사)와 남아공(합리성심사)의 비교? 인도 < 남아공

최소핵심심사의 문제점

 ① 권력분립의 문제

 ② 권리의 구성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

 ③  법리에 충실한 최소핵심심사보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합리성판단을 함으로써 향후의 사법판단에 

재량의 여지를 부여 

 ④ 남소의 가능성

 ⑤ 복합적인 결정의 문제들을 처리하기에는 법원의 자원과 능력이 부족

==> ・구체적 사건으로부터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혹은 그 역의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하지만, 합리성심사모델에 의할 경우 판결의 기속력이 한정됨으로써 소송의 경제 내지는 제도의 

개혁이라는 일반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요소들은 변론과정 내지는 결정의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음

 ・  사법심사는 정부의 정책・입법에 대해 개인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도전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 이 점에서 ②⑤의 한계가 극복된다면 

최소핵심심사의 방법 또는 기판력의 확장을 통한 제도개선-특히 제도의 합법성, 적법성을 고양시

키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르헨티나에서 집단적 유지처분청구소송(collective amparo action)제도를 도입하여 구체적인 사

건에 관한 소송의 결과가 동일성을 가지는 집단 전체에 그 효력을 미치는 한편 그것이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도록 헌법개정을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바람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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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Abmedabad Municipal Corporation v. Nawab Khan Gulab Khan, 11 SCC 123 (1997)

 -  도시의 혼잡지역에의 노숙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은 합헌이나 수입과 기회, 지위에 있어서의 불평등

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정의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써 국가는 사회-경제적 정의

를 현실의 것으로 만들고 유의미하고 결실있는 것으로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지위의 

평등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우수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삶을 살아갈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

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국가는 생활을 정착하고 사람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권을 유의미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의 부와 자원을 분배함으로써 적절한 시설과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헌법상

의 의무를 가짐

   MC Mehra v. State of Orissa, AIR 1992 On 225

  - 하수를 방치함으로써 하천오염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도록 한 것은 위법

 -  국가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인간의 소비에 공급되는 물의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

한 단계조치를 취할 것

c. 보고와 감시

○아르헨티나 Viceconte case

 -  법원은 청문절차를 열어 보건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백신생산이 진척되는 정도를 보

고하도록 함

 -  또한 국가옴부즈만(National Public Ombudsman)으로 하여금 정부가 취하는 개선과정에 관한 정보

를 수집하고 감독(supervise)하도록 함

○인도 Bandhua case

 -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법원에 그 개선조치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함: 현재까지 진행중임

○미국 CFE v. State of N.Y case

 -  일정 기간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 법원이 

Panel을 구성,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임을 선언

※UN의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uers)제도

4. 정리 및 우리 사법체제의 적용

1) 현실

 

○ 이상의 논의들은 그대로 우리 사법체계의 분석론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사회권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의 문제는 상당부분 극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법원은 ①1976년 인구조사카드를 가진 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공간에 제공되어야 하며 ②20년 이

상 된 슬럼의 경우에는 공공목적을 의해 그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퇴거시킬 수 있되, 이 경우에 

대체거주지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③재정착에 최우선적 고려가 주어져야 하며 ④몬순기에는 퇴거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령

○ 방글라데시

   ASK and Ors v. Government of Bangladesh and Ors(1999)

 - 재개발을 위해 슬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  ①정부는 슬럼거주자들의 재정착을 위한 기본지침 또는 pirot project를 수립해야 하며 ②재개발계

획은 거주인들이 대체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③철거 

이전에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④안전을 위해 철도나 도로 측면에 형성된 슬럼은 철거

되어야 하나 그 거주자들은 지침에 따라 다른 곳에 재정착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함

 ○ 미국

   Brown v. Board of Education II (1955)

 - 학교에서의 인종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통학버스운용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b. 위법성시정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집행의 유보 

○ 남아공

   Grootboom case:

 -  정부의 주택프로그램이 적절한 주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 한 것으

로 위법함

 -  주택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

문에 헌법상의 합리성의 요청을 위반한 것임

  ==> 역으로 이러한 고려하에 주택프로그램을 재정립, 시행할 것을 촉구

   TAC case

 -  국가의 HIV감염예방시술병원 제한조치는 간단하고 저렴하게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의료에의 접근

권이 박탈당한 것

 -  국가는 ①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Nevirapine의 사용을 금지한 제한조치를 지체없이 제거하고 그 

약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촉진하도록 하며 ②HIV 양성임신부에 대한 검사와 상담을 위한 포괄적 정

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를 교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 캐나다

   Eldridge v. British Columbia. 3 SCR 624, 1997 CanLII 327 (SCC)

 -  의료보험 운용체제에 청각장애인이 진료를 받을 때 수화통역인의 비용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건강

권을 침해한 것

 -  법원은 유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그 위헌성을 교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 집행

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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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고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관하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

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5.3.10, 94누14018).

○ 사법자제

 -   사회보장수급권은 ……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

는 의료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

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헌법재판소 2003.12.18. 2002헌바1)

 -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ㆍ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보호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

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

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계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 1997.05.29, 

94헌마33>

 ==>  사회권 특히 적극적 급부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가 위헌판단을 한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려움

 ==> 특히 최소핵심기준(독일 Existenzminimum)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법적 개념을 추상적・상대적 개념으로 환원하여 그 내용규정을 회피함

 ②  생계보호수준의 결정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판단을 선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의 물적 조건-재정

과 자원 등-에 대한 고려를 선행함

 ③ 입법부 혹은 집행부의 재량에 대한 지나친 강조

 ④  이는 결국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논리・근거부재의 독단으로 이어짐

2) 대안

○ 최소핵심심사기준과 합리성심사기준의 혼용 필요

 - 최소핵심심사: 각 사회권항목의 본질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함

 ・  최소핵심부분여부의 판단은 사실판단 혹은 정책판단이 아니라 법판단: 따라서 사법자제의 대상이 

아님

 ・  즉,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법자제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입증책임의 분배(최소핵심부분의 불이행

에 관한 입증은 청구인이, 그 불이행(혹은 부작위)의 정당성-법적, 재정・경제적, 사회적 정당성

-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인 국가가 부담하게 함), 정당화요건강화(이 부분에 대한 불이행을 

 -  이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권에서부터 혼인・가족제도의 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권

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고 있음

 -  다만, 아직 극복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영역 즉 국가의 촉진・충족의 의무와 

관련한 영역에 대한 헌재 또는 법원의 적극적 개입의 문제임

   ・  헌법이론의 미개발: “불완전한” 구체적 공권론 - 자유권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사회권의 개념화에 

임함

   ・헌재, 사법부의 지나친 자제

○ 학설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론

 - 소위 객관설의 문제점

   ・  헌법학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소위 객관설이라는 이름 아래 프로그램규정성, 

국가목표규정성, 입법위임규정설 등의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회적 기본권조항을 갖지 못한 독일 기본법의 체제에서 사회국가원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독일에 특유한 이론일 따름임

   ・  우리나라의 경우 분명한 명문규정으로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로서 사회권들이 선언되어 개

인의 주관적 공권성을 명백히 하고 있어 이런 이론들은 우리 헌법체계에 이질적인 것임

 - 주관적 공권론

   ・  대체로 헌법학계는 사회권을 (“불충분한”) 주관적 공권으로 구체적인 권리로 보는 것으로 수렴

되는 경향을 보임

   ・하지만, 이런 담론구조는 철저하게 ‘자유권적’ 시각에 한정되어 있음

  -  일응 존중・보호의 의무와 연관시켜서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 촉진・충족에 대한 권리성

을 인정하는 것은 유보적임

  -  “불충분한” 구체적 권리, 혹은 “입법에 의하여 구체화될 필요” 등을 언급하면서 그 입법의 지

침(법적 구속력있는)을 부여함에는 소극적임

  -  사회권의 실현에 대한 국가의 즉각적 의무(①현재상황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즉각

적 실현의무, ②권리실현상황의 점검의무, ③평등한 실현의 의무) 중 상당부분이 이 권리설의 

내용으로 포섭되지 못하게 됨

   ・  문제는 국가의 정책(특히 자원배분과 관련한), 예산 등에 의한 사회권침해의 경우 이런 해석론은 

속수무책임: 사회권의 공동(空洞)화 현상이 발생하게 됨

○ 학설2 : 권력분립론 - 의무이행(혹은 의무화)판결불가론 

 -  ① 법원은 행정청 혹은 행정청에 대한 감독기관이 아님　②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행정처분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함(제4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열거) ③ 처분에 대한 

제1차적 판단권은 행정기관이 가짐(권력분립)

 - 대법원판례 역시 부정하는 입장(대판 1990. 10. 23, 90누5467 ; 대판 1995. 3. 10, 94누14018)

   그와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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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포괄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그 문제점(자원배분・재정의 왜곡 등)은 시민참여적 절차

와 전문가의 참고인활용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면 됨

 -  이미 헌재의 경우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결정의 효력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만

큼 이 문제는 헌재에 관한 한 오히려 그 심리절차의 민주성 및 전문성 강화의 요청으로 환원될 것임

5. 결론

○  일제로부터 독재체제,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개발독재・성장이데올로기 등에 의하여 우리 사법

체계에서는 사회권에 대한 오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자유권과 사회권의 본질적 구분, 사회권의 프로그램규정성, 사회권의 권리성에 대한 자유권이론의 

유추적용, 권력분립론의 지나친 확장 등 반사회권적인 편견이 팽배함

 -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이론의 개발 및 시험소송등의 형태에 의한 실천이론의 구축, 확산이 필요: 특히 

(헌)법과 인권, 복지 등의 전문가들의 협업의 필요성

○  헌법개정의 국면이 되면 사회권의 재정비와 더불어 사회권이행을 위한 헌법구조의 정비도 이루어져

야 함

 -  사회권의 법적 이행 특히 사법심사가능성을 확보하고 이 사법절차를 민주화하는 헌법개정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  의무이행판결・결정권의 확대 및 시민참여적 사법절차, 법관의 독립과 시민감시체제의 구축 등

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함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는 한편 그 업무범위를 사회권 등 모든 인권영

역으로 확장시켜야 함

  -  아울러 인권위과 법원, 헌재가 서로 협력체제를 구축, 총괄적 인권보장시스템을 구성할 필요

가 있음・

     -  사회권과 관련한 국가의무조항 또는 법률유보조항들을 정비하여 모든 사회권들이 모든 사람의 

헌법적 권리(기본권)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회권의 이행에 있어 법적 측면은 그 작은 부분 중의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사회권의 최소한

(floor)을 이룬다는 점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기도 함

 - 종국적으로는 입법(헌법을 포함한) 개선의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지만, 단기적・미시적으로

는 사법과정을 통한 해석운동의 방식도 긴요함

참고문헌

Archer, Sean, Social and Economic Rights in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 and the Role of a Basic Income Grant, 

9th International Congress, Geneva, September 12th-14th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긴요한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에만 다른 대안을 다 고려하였음을 입

증한 다음에야 불이행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함), 자원의 조달노력의무 강화 등의 조처가 필요함

 -  합리성심사: 최소핵심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불이행의 존재와 그 불이행의 불합리

성의 입증을 청구인이 하도록 함 

 -  최소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즉각적 이행을, 합리성심사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는 점진적 이행을 촉구

○ 의무이행결정제도의 도입

 -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행정소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함

 - 그러나 현행 법령의 해석을 통해서도 의무이행판결・결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음

 -  헌재의 경우 부작위에 대한 위헌판단의 수준을 넘어 적어도 의무화판단(사회권이행을 위한 프로그

램의 형성・집행의 의무 등)을 할 수 있음

○ 사법적 감시・감독의 체제 구축 필요

 -  영미법체계의 법원에 인정되는 injunction과 같은 맥락에서 가처분・가집행의 제도를 활용할 필요

가 있음(현재 국가상대 가처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그것을 입법

화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소송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음)

 -  법원・헌재가 불이행조치에 대한 위헌판단 및 의무화판단(나아가 의무이행판단)을 하면서 일정기

간 정기적으로 그 이행의 내용, 정도, 집행여하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는 체제는 도입할 

필요가 있음(이는 법원・헌재의 판결・결정의 이행에 관한 것인 만큼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위

반이라 할 수 없음)

 -  감시・감독의 체계는 법원이 구체적인 이행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감시・감독의 역할

을 감당해도 될 것이나, 의무화명령 혹은 단순 입법(집행)개선명령을 내린 때에는 법원이 직접 하

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즉 국가인권위가 보고를 받고 분

석・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이 바람직함: 이는 헌법개정사항이 아니라 소송법・헌법

재판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으로 가능함

○ 법원・헌재절차의 개방, 심의민주주의적 절차의 구축

 -  사회권 이행에 관한 법원의 정치적 정당성, 정책적 전문・기술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참

고인제도의 활용, 공개변론의 개시뿐 아니라 공개청문제도 또한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특히 청구인용・기각의 결정을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사회권이행정책・프로그램 혹은 그 명

령의 선택을 위한 절차의 존재가 절실하게 요청됨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사회권이행과 관련한 집단(가처분 혹은 injunction)소송제도가 도입될 필요 있음

 -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권의 특성상 그 관련소송은 동일한 생활조건에 있는 사람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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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실현을 위한 

공익소송과 사법적극주의

차혜령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 사회권과 사회권 목록

○ 통상 한국 사회에서 ‘사회권’이라는 용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년 12월 16일 국제연합 총

회에서 채택, 우리나라는 1990년 3월 16일 국회 비준동의, 1990년 7월 10일 발효)이 규정한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를 줄여 부르는 용어라고 이해하고 있음.258 같은 방식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은 ‘사회권 규약’으로, 사회권규약 이행의 감독기관으로 설치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

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사회권위원회’로 줄여 부르고 있음. 

   

○ 사회권규약에서 규정하는 권리 목록으로는, 노동의 권리(제6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

건의 권리(제7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제8조), 사회보장권(제9조),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

호(제10조),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주거권, 식량권)(제11조), 건강권(제12조), 교육권(제13조), 무

상의무초등교육의 권리(제14조),  문화권, 과학권(제15조)이 있음.

 

○ 한편, 사회권규약상 사회권에 대응하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사회적 기본권259에 해당하는 규정을 들 수 있음. 사회적 기본권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제

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3권(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사회보장수급권

(제34조 제2항 내지 제3항), 환경권(제35조), 혼인과 가족생활(제36조 제1항), 보건권(제36조 제3항)을 

꼽을 수 있음. 

○ 사회권규약에서 정한 사회권 목록과 우리 헌법상 사회권 조항을 대비해 보면, 전자가 포

괄하는 범위가 후자보다 더 넓을 뿐만 아니라, 규정이 더 상세하며,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등에 의하여 권리의 내용이 더 구체화되어 있음. 발표자는 이번 제주인권회의의 주제인 ‘사회

권과 돌봄・나눔의 공동체’에서 말하는 ‘사회권’의 의미를 사회권규약에서 규정하는 ‘사회권’으로 넓게 

이해하고자 함. 

258　인권으로서의 사회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논의가 있음. 사회권의 개념 또는 범위에 관하여, 최소한의 좋은 

삶을 영위할 조건과 관계되는 ‘생계(식량, 주거), 의료, 보건 보장, 교육’에 관한 관념(이른바 ‘밴스 관념’)을 채택하는 견해로는, 제임스 니켈, 조국 

옮김,『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 pp.189-194. 이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권 개념은 아마티아 센의 ‘기본능력보장 이론’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조국, 앞의 책, 역자 서문 p.12 참조.   

259　논자에 따라서는 사회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함.  

Beetham, David, Democracy, Oxford: One World, 2005

Cassel, Jamie, "Judicial Activism and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India: Attempting the Impossibl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37, 1989 

Chistiansen, Eric C., "Adjudication Non-Justiciable Rights: Socio-Economic Rights and the South African 

Cosntitutional Court," in: http://ssrn.com/abstract=999700

Choma, Hlako, "Constitutional enforcement of socio-economic rights: South African case Study," US-China Law 

Review, Jun. 2009, vol.6 no.6

Chowdhury, Joie, "Judicial Adherence to a Minimum Core Approach to Socio-Economic Rights - A Comparative 

Perspective," Cornell Law School Inter-University Graduate Student Conference Papers, Cornell Law Library, 2009

Christopher, Mbazira, LITIGATING SOCIO-ECONOMIC RIGHTS IN SOUTH AFRICA: A choice between corrective 

and distributive justice, Oslo: Pretoria University Law Press, 2009

Desierto, Diane A., "Justiciability of Socio-Economic Rights: Comparative Powers, Roles, and Practices in the 

Philippines and South Africa,"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vol.11 No.1, 2009

Gargarella, R., P. Domingo, and T. Roux, Courts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New Democracies: An Institutional 

Voice for the Poor?, Hampshire: Ashgate Publishing Ltd., 2006

Gargarella, R., P. Domingo, and T. Roux, "Rights and Social Transformation: Concluding Reflections," in: 

Gargarella, R., P. Domingo, and T. Roux, op.cit., 2006a

Hirschl, Ran, Towards Juris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Lehmann, Karin, " In Def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itigating Socio-Economic Rights and the Myth of the 

Minimum Core,"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22, 2006

Liebenberg, Sandra, "South Africa's Evolving Jurisprudence on Socio-Economic Rights," Socio-Economic Rights 

Project, CLC, UWC, 2002

Nickel, James W., 조국 역,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

Verma, Shovani, Judiciabil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levant Case Law,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Geneva, 15 Marc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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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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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렸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극주의 경향을 보인 것265으로 분석

한 것 등.  

○ 이 글에서는, 사법적극주의를 헌법해석이나 헌법재판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기관

이 아닌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입법부나 행정부의 행위나 결정에 대하

여 법원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다른 두 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려는 태도라고 이해한다는 전제에

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3.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에 관한 공익소송 검토

 

○ 이하에서는 우리 법원이 사회권 실현과 관계있는 사건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으며, 어떤 논

거를 제시하였는지, 이를 사법적극주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몇 가지 소송을 

살펴보고자 함. 

○ 다만, 이 글에서는 앞서 살핀 사회권 목록상의 모든 권리에 관한 판결례를 양적으로 분석하

는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회권 목록 중 사회보장권266, 주거권, 건강권(의약품 접근권)에 관한 몇 가

지 소송으로 한정함. 또한 비교적 최근의 사건 중 공익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발표자가 사건 기록을 

접할 수 있거나 소송의 진행경과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함. 검토 대상 사건 

범위의 협소함으로 인해 우리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부족하나마 토론의 계

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임.  

가.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 장애인 탈 시설 소송(사회보장권, 주거권)

(1) 소송 제기 과정

○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학자, 법학자, 변호사, 의사, 장애・인권활동가, 사회복지실

천가 등이 모여 수용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정책에 반대하며 모든 사람들이 지역에서 자유롭고 보편적인 

삶을 살기 위한 대안을 연구해 온 탈 시설정책위원회는 2003년부터 시설 내 인권확보, 시설 비리 척결 및 

민주화 운동, 탈 시설 운동을 지원해 옴.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처음부터 탈 시

설정책위원회의 소송팀이 기획하여 제기한 것임.  

265　김문현,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이론적 한계(Ⅱ)-대법원의 새만금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법제』통권 제581호, 2006., p.36, 

pp.51-52.

266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공익소송 사건으로는, 노령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사건, 

국민연금기금 관련 손해배상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 의료보험수가고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글리벡 관련 헌법소원 사건 등이 

있음. 이찬진, 「노령수당 부지금처분 취소청구 사건」,『한국의 공익인권소송』, 경인문화사, 2010., pp. 327-333. 이찬진,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성과와 과제」,『월간 복지동향』2004년 10월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4. 이찬진, 「사법을 통한 권리구제와 NGO」,『NGO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06. pp. 85-115. 

2.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 과거에는 사법부의 판결이 앞선 판례에 구속되는 정도(얼마나 앞선 판례를 잘 변경하는가) 

또는 헌법・법규나 앞선 판례를 해석하는 방법의 유연성을 기준으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를 정

의하고 이 경우 사법적극주의는 사법진보주의와 사법소극주의는 사법보수주의와 연관하여 이해되어 왔

다고 함. 

○ 그러나 최근에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가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가 지지받고 있다고 함. 이에 의하면, 사법적극주의는 ‘사법부가 권력분립의 원리, 견

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하여 행정부나 입법부의 의사나 결정에 곧잘 반대를 제기하여 두 부(府)에 의한 

권력의 남용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태도나 철학’으로, 사법소극주의는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

사나 결정에 대해 판결을 통해 개입하고 반대하기보다는 사법부 자제를 유지하며 심리 자체를 회피하거

나 두 부(府)의 의사나 결정에 동조하는 태도나 철학’이라고 정의됨.260

○ 이에 의하면,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는 ‘반드시 특정 이념 또는 정치적 관점과 결합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보수주의와 결합할 수도 있고 진보주의와 결합할 수도 있으며261, ‘사법부의 판결 

성향이나 판결행태를 분석하는 하나의 가치중립적인 분석틀’262일 뿐임.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37년 이

전의 미국 연방대법원(old court)은 입법부, 행정부가 뉴딜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일련의 정책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태도를 취하여 사법적극주의의 철학을 가

진 보수적 법원으로 인식되는 반면, 1937년 이후의 미국 연방대법원(new court)은 사법소극주의의 입장

을 가진 진보적 법원으로 이해되고 있음. 

○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논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을 해석하는 태도에 관하

여 발달하여 온 이론으로, 이 논의를 적용하여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분석한 종래의 연구들이 있음. 

예를 들면,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제대군인가산점제 위헌결정・신행정수도이전건

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전형적인 사법적극주의의 사례로 분석한 것,263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을 정치권력의 유지와 확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깊은 방어의 구역’에까지 사법적극주의를 

관철시킨 최초의 결정으로 분석한 것264, 새만금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260　임지봉,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공법연구 제37집 제2호』, 2008., pp.85-88 참조.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를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국회나 정부)의 정책 결정을 재판에서 어느 정도 존중할 것인가 또는 개입 내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 내지 철학의 문제로 보고, 전자에 대하여는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느냐의 여부에 대하여 이들 국가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는 헌법재판기관이 자신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태도 내지 철학’을, 후자에 대하여는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느냐의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기관이 자신의 판단보다는 국회나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나 철학’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견해로, 

김문현,「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관계에 관한 일 고찰 -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권력분립주의의 조화의 관점에서-」, 『법학논집 제11권 제1호』, 2006., 

pp.10-11. 

261　김문현, 앞의 글, pp.10-11. 

262　임지봉, 앞의 글, p.88 

263　임지봉, 앞의 글

264　양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역할 : ‘제한적 적극주의’를 넘어서」,『헌법실무연구』제6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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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을 대리하였음.  

(2) 쟁점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 이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근거 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로서(1요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공시 등이 있은 당시(보상

기준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2요건)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임. 특히, 위 규정 중 특히 보상기준

일로 규정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공시 등이 있은 당시’를 사

업시행단계 중 어느 날로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  

○ 원고(세입자) 주장 :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기준. 

   피고(조합) 주장 :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계획안을 주민에게 공람할 것을 공고하는 날(속칭 

‘주민공람 공고일’)당시 

(3) 판결

㈎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 10. 15. 선고 2008구합26909 판결; 판사 한승(재판장), 정

성완, 박성준] - 원고 청구 인용 

㈏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9. 1. 선고 2008누33725 판결 ;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

훈, 이광영] - 피고 항소 기각

㈐ 현재 상고심 심리 중 

(4) 제1심 판결 후 후속 소송의 제기 - 뉴타운・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 집단소송 

(5) 법령 개악 - 주거이전비 보상 범위의 축소 

  

다.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주거권)268

(1) 소송 제기 과정 

○ 소송 전 활동으로 주거권  NGO와 함께 비닐하우스촌 법률상담, 마을청소, 문패달기 등 활동 

○ 주거권 NGO,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민변 공익소소송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268　2000년에도 같은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음.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개미마을과 화훼마을의 주민 1명씩을 선정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하고 거부처분을 받는 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00구24654 판결), 피고 행정청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1누2890호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되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대법원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사는 개미마을과 화훼마을을 제외한 다른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게 하였음.  

(2) 사건 경위 및 쟁점

○ 원고들은 뇌병변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음성 꽃동네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살고 있

음. 원고 A는 15세부터 20년 동안, 원고 B는 14세부터 15년 동안 장애인시설에서 거주. 원고들은 시설에

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2009. 12. 16.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행정청)

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주거지원,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활동보조, 의료 및 재활서비스, 

교육제공, 기타 정보제공)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7. 거부처분. 

○ 2003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장의 2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라는 장을 두

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제1항[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에 근거

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관할 기관의 복지요구 조사(제33조의 3),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의 결

정(제33조의 4),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작성(제33조의 5), 보호계획에 따른 보호의 실시(제33조의 6)가 

그 내용임.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한 뒤 행정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의 위 절차 규정

은 현실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원고들은 원고들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거부처분은 복지요구 

조사절차 흠결 등 중대한 절차 하자가 있고, 주거지원을 비롯한 자립생활 지원을 거부한 결정이 위법하

다고 다툼.

○ 이 사건 쟁점은, 행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거 

지원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변경신청권의 법적 성격

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임. 이를 통하여 사문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작동시키는 

것이 이 소송의 목적임.  

 

(3) 현재 제1심 심리 중 

나. 재개발・뉴타운 구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청구 소송(주거권)26�

  

(1) 소송 제기 과정 

○ 주택재개발구역 세입자(원고)들이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을 상대로 주거이전

비와 임대주택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본인소송). 소장 제출 후 동작공동대책위원회가 공감에 소송 지

원 요청을 하여왔고, 공감은 원고들의 주장을 정리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67　주거이전비청구 소송을 재산권 소송으로 볼 것인지, 주거권 소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음. 학계에서는 공익사업 

시행구역의 세입자 보상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손실보상의 일종인 생활권 보상으로 보면서, 생활권 보상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재산권 규정(헌법 

제23조)로 보는 견해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규정(헌법 제34조)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짐. 김종보,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 보상, 『행정법 

연구 23호』, 2009, pp.109-135 참조. 다수의 입장인 전자에 의하면 재산권 소송으로 보아야 하나, 생활권 보상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한다는 점, 

주거이전비 보상은 현행법상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 등 거주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중 극히 일부의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임대주택 외에 인정되는 거의 유일한 보상이라는 점, 주거이전비의 산정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차권이나 

점유권과 같이 일반적인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대체 주거지 보장을 대신하는 보상으로서 

주거권에 기반한 권리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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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주민등록에 따라 부여되는 여러 공법상의 이익들을 향유

할 수 없게 되거나 공법관계에 의한 법률효과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실제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피고를 비롯한 행정관청이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위장 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

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 7. 29. 선고 2008누3021 판결 ; 판사 박삼봉(재판장), 박

창렬, 김행순]

    피고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이유 전부 인용.   

  ㈐  상고심 판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4920 판결 ;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2�0

   -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이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37조 제2항은 그러한 자유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헌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시장 등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한편 주민등록법은 시ㆍ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

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시장 등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

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

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글리벡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보조참가 사건

270　공익소송을 기획된 3개의 사건 중 잔디마을 사건이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장 먼저 확정되었고, 

수정마을 사건도 1주일 후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 

함께 비닐하우스촌 3곳(서초구 잔디마을, 강남구 수정마을, 과천 꿀벌마을)을 정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의 소 제기(주소지찾기 소송)  

(2) 사건 개요(수정마을의 경우)

  - 원고는  2003. 9.경부터 서울 강남구 포이동(‘수정마을’)에 거주

  - 원고는 2007. 4. 19. 피고(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피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 행정청(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기

(3)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본문 :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주민)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4) 판결

 ㈎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 12. 26. 선고 2007구합26988 판결 ; 판사 김용찬(재판장), 

김태건, 송민경] 

○ 결론 : 피고는 주민등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 거부처분은 위법. 

○ 논거

   -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상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 특히 원고가 이주비나 보상금을 노린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거주지에 주거 목적으로 평온하게 거주하였음. 

  - 원고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의 거주지를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269

  - 이 사건 거주지가 무허가 건축물이고 또 피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여 주지 않고 

있음을 알고 이 사건 거주지에 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실질적 거주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

지 아니함. 

269　대법원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라는 요건의 해석에 관하여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2002년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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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고시된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라 함은, 생산 또는 수입 원가가 변동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한금액이 다소 높거나 낮게 여겨

지는 정도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고시된 상한금액의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그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현재의 상한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고시된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의 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방약제인 이 사건 약제와 2차 처방약제인 스프라이셀은 그 대상 및 효능을 달리

하므로, 스프라이셀과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약제의 경제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나)  당초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이 23,045원으로 결정될 당시 원고가 환자본인부담분 

10%를 지원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상한금액이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

인 A7조정평균가로 정해진 이상 그 상한금액이 과대 평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본

인부담률 인하 정책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인하 폭도 5%에 불과하다. 

  (다)  글리벡 400mg이 시판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그 평균가격은 글리벡 100mg의 3.95배에 

달하는 점, 글리벡 100mg 4정을 복용하더라도 글리벡 400mg 1정을 복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의학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글리벡 400mg을 등

재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보험재정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관세 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에 대하여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관세인하분이 판매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

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제의 경우는 가입자 등의 신청에 의한 조정요건을 정한 신의료기술 조정

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의 ‘고시된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현재 항소심 계속 중 변론기일 추후지정. 

4. 결어

○ 사법적극주의는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특정 가치나 지향을 내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

았을 때, 입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심사는 ‘무엇’에 대한 적극성인가, ‘무엇’을 위

   (건강권, 의약품 접근권)

(1) 소송 제기 과정 

○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의 시민단체는 2008. 6.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글리벡 100㎎의 상한금액을 

인하하여 줄 것을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한국 노바티스(글리벡 공급 제약회사)와의 

상한금액 협상명령, 협상 결렬,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상한금액 14% 인하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가인하 고시. 

○ 노바티스사가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제기하여 제1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약가인하처분 

취소판결. 최초 약가조정신청을 하였던 글리벡 복용 백혈병 환자(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피고 보조참가. 

(2) 쟁점 

○ 보건복지부장관의 글리벡 약가인하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재량행위의 

하자 유무) 

(3)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 1. 22. 선고 2009구합36361 판결 ; 판사 김종필(재판장), 이

정민, 진현섭]

○ 제1심 판결의 ‘판단’ 부분(전부 인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은 약제비 등 요양급여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2조 제1항은 요양기관, 의

약관련 단체, 약제 ・ 치료재료의 제조업자 ・ 수입자 또는 가입자 등은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의 상

한금액 등의 조정을 “피고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에 의한 

조정제도인 제13조 제4항과 별도로 신청에 의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신의료기술 조정기준 제

3조 제2항 제3호는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고시된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계법령이 위와 같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한 평가절차와 협상을 거쳐 기등재된 약제의 경우 그 

법적 지위를 보호하여야 하고 그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신청인의 자격에 별다

른 제한이 없으므로 무분별한 조정신청에 의하여 반복하여 상한금액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평가과

정의 무한한 반복이 예상되어 제약업계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는 점, 이미 고시된 약제의 경우도 정기

적 재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피고가 직권에 의하여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경

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법 문언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고시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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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법부

‘사법적극주의와 사회권- 우리의 경우를 향하여’

발표 / 한상희(건국대 법학대학)

토 론 문

박찬운 / 한양대 법과대학

1. 총평

(1) 한상희 교수님의 발제는 우리나라의 사회권의 

헌법적 성격과 이에 대한 사법부의 적용 태도에 대하여 

매우 정확한 분석을 하였다고 생각함

(2) 또한, 주요 국가의 사회권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에 대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향후 자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사법부는 사회권에 대하여 왜 소극적인가?

(1) 사회권과 자유권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분법적 

사고

■ 이론적으로는 사회권도 주관적 공권이고, 사법심

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은 프로그램적 권

리고 취급됨, 헌법 학자 대다수가 사회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면 바로 재판청구가 가능한 권리

로 보지 않고 있음

■ 이런 점에서 국제인권법에서 사회권의 성격과 관

련하여 정식화된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의무이론( 존중

/보호/충족(증진)의무)이 우리 헌법학에 보다 충실히 도

입될 필요가 있음,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층적

으로 이해하면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분법적 사고는 상

당한 정도로 불식할 수 있음

(2) 강고한 형식적 권력분립론

■ 사회권은 사법부가 판단하기에는 사법부의 능력

이 안 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행정부

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해야 하는데 이는 권력분립 이

론에 맞지 않는다는 것임,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에 대하여 의무이행소송이 이론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는 권력분

립론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것인지는 의문임, 기본

권 옹호의무를 지고 있는 사법부가 단지 기본권의 국가

침해 여부만 판단하고, 침해하였다 해도 해당 국가기관

에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명하지 못한다면 기본권 옹호

의무는 충족되지 못하는 것임

■ 권력분립론이 국가의 기본권 옹호의무 이행을 위

한 하위 개념이라는 사고를 가진다면 사회권에 관한 사

법부의 자제이론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발표자의 비교법적 연구에서도 밝혀진 대로 현재 

남아공이나 인도 등에서는 사회권 관련 소송을 함에 있

어 사법부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인도의 경우 소

송 중에 정부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부과하여 그 정보에 

따라 소송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

고 있음,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헌법상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고 봄 

3.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1) 사회권의 사법심사가능성에 대한 인식제고

이에 대해서는 헌법학계의 논의가 더 활발해질 필요

가 있음, 발표자의 인식 수준 이상의 헌법학자가 다수를 

점하면 우리의 헌법소송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함, 로스

쿨 등 교육기관에서의 헌법 교육에서도 이러한 것이 강

조될 필요가 있음

한 적극성인가가 중요한 문제임.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사회권의 의미를 충실히 이해하고 사회권을 판결

로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적극적인 법 해석, 성실한 분석과 논거 제시라고 생각함. 이를 위하여 객

관적이고 설득력을 지닌 법 해석에 대한 법원의 의지, 그러한 법해석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당사자와 법

률가, 전문가들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 더불어 사회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사법심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사법부가 인도의 공

익소송을 활성화시킨 인도 대법원이 채택한 제도 개선책(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이 사실관계

의 확인을 주도하며, 법원이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강제명령을 내리고, 법원의 명령을 행정부가 실

제로 이행하는지를 감독하는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필요성), 도입의 가능성이 있는지(가능성)

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성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실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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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영역에서의 사법적극주의

○ 그 동안 사회권은 프로그램적 권리, 목표로서의 

권리, 재정상황에 의존하여 단계적으로 실현될 권리 등

의 명목으로 사법절차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

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음.

○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도 위와 같은 견

해에 따라 사회권 영역을 사법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거

나 입법이나 정책에 의해 달성되어야 할 과제로 치부하

여 소극적 입장을 취하여 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회권과 자유권의 엄격한 이분론이 잘못

되었고,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

권에는 국가의 존중・보호・충족(지원)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권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

이 통설적 견해로 정립되었음. 우리 헌법 제10조에 규정

된 국가의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 및 

보장의무는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에도 인정되므로 

국가의무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당연히 사법심사가 가능

함.

○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법적극주의는 사회권의 영

역에서는 통상의 경우 사회권의 실현을 지향하는 긍정

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그렇지

만 사회권 확대를 위한 제도나 정책을 경제적 자유권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될 수도 있음. 발제자의 발표 예 중 글리벡 약가인하처

분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음.

○ 샌드라 프레드먼은 법원의 민주적 역할과 관련하

여 국가의 정치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심의민주주의를 

촉진하며, 평등을 장려하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도구 내지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

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판결을 통한 정의 실현은 제도 개선으로 연

결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

사회권 관련 구체적인 공익소송의 예

○ 발표자가 소개한 사회권 관련 구체적인 공익소송

의 예 중에는 발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많은바, 우리나라 사회권 

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함.

○ 진행 중인 소송들은 모두 일정한 법률 조항을 근

거로 해서 그 해석론을 통해 사회권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것들로 보임. 사실 많은 사회권 영역에 법률이 제

정되어 있는데, 그 보장 정도가 법률 자체로 부족한 경

우도 있으나 적극적인 해석론을 통해 전향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도 많음. 적극적인 해석론

을 통해 사회권 보장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영영에서는 

현 단계에서도 사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함.

○ 사회권의 일정한 영역을 제도화하면서, 예컨대 

사회보장수급권을 입법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

는 경우에는 평등권을 매개로 하여 구체적인 재판을 통

해 보장수준을 사실상 확대하는 효과를 꾀할 수도 있을 

것임. 

○ 헌법상의 각 개별 기본권 조항들, 제10조의 인간

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가의 확인 및 보장의무, 제34조의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

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 등에 비추어 모든 사회권 영역

에서 헌법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청구권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

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함.

(2)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발표자 주장대로 우리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증대 필요성

사회권 증진을 위해서는 비사법적 기구인 인권위의 

역할이 중요함, 사회권에서 무엇이 최소의무인지를 확

인하고 이를 사법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인권위법 제28조에 따른 법원 및 헌재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4) 변호사 및 시민단체의 역할

사회권에 대한 사법적극주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관련 사건을 발굴하여 이를 과감

하게 소송화하는 것이 필요함, 사법부가 적극적인 자세

를 가진다 해도 적당한 사건이 없다면 사법적극주의는 

기대하기 힘듦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법부

‘사회권 실현을 위한 공익소송과 사법적극주의’

발표 / 차혜령(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 론 문

김선수 / 변호사

사법적극주의의 의의

○ 고전적 삼권분립모델에서는 사법부인 법원은 입

법부의 입법과 행정부의 정책 및 집행의 당부에 대해 직

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 요

구되었고, 이를 사법소극주의 또는 사법자제주의로 이

해하여 왔음.

○ 현실에서는 엄격한 고전적 삼권분립이 관철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본질로 

하는 사법부에 의한 다수파 지배수단인 입법부와 행정

부에 대한 견제가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에 긴요하게 필

요하게 되었음.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해 사법부의 적극

적인 견제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을 사법적극주의로 이

해함.

○ 보통 사법적극주의는 소수자 보호를 지향하여 진

보적 이념성을 가지나,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거나 의회 

다수파를 이룬 경우에는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 등 경

제적 자유 보호의 관점에서 진보적 입법이나 정책에 대

해 소극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보수적 이념성을 가지기도 

함. 사법적극・소극주의가 이념의 진보・보수와 직결되

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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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 
○ 노동・환경・여성・교육 등 분야의 경우에는 이

미 단행법이나 민사법 등의 수준에서 사법심사가 상당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입법 및 보

호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미흡하고 심

지어는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법률로 심각하게 제한하

는 경우도 많아 위 분야들에서도 사법부의 적극적 역할

이 요청되는 상황임.

사법적극주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

○ 당사자적격의 확대,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등 다양한 소송형태의 인정, 소송

절차에서의 법원의 적극적 사실조사와 정부 등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이행감독권의 인정 등 외국의 입법례를 고

려하여 제도 개선 필요.

○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가 가처분제도 활용

에 소극적인데 가처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부작위위법확인 심리 시 일정한 작위를 명하는 가

처분을 발령하고 또 부작위위법확인의 결정 시 단순한 

위법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위를 명령

할 수 방안의 모색.

○ 집단소송과 징벌배상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

함. 공익적 활동을 하는 그룹이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성격을 띤 소송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이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경

우 수행변호사 등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다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와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해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제도의 도

입이 필요함. 입법에 의한 사전적 예방도 중요하지만 자

발적 소송의 제기에 의한 사후적 감시 장치도 중요하므

로 이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가짐. 

   발표자가 소개한 사례 중 재개발・뉴타운 구역 세

입자의 주거이전비청구 소송은 전형적인 집단소송 유형

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다면 한 번

의 소송으로 관련자 모두의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을 것

임. 

   이러한 의미에서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제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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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 자기부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긍정으로 가는 것 아닌가? 예수가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참된 자기

를 얻는데 그 참된 자기라는 게 뭐냐 하면 우주의 본체와 같은 것임을 깨닫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신

비로운 수동성’이란, 위대한 자기 긍정에 이르도록 하는 철저한 자기부정을 말한다고 봐야겠지.”2�3 나 속

의 타자, 우리 속의 타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참된 자기를 만날 수 있다. 아니, 타자 속의 나, 그 속

의 우리를 보며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다. 장일순 스스로도 이런 글을 남겼다. “밖에서 사람을 만나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꼭 강가로 난 방축 길을 걸어서 돌아옵니다. 혼자 걸어오면

서 ‘이 못난 나를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오늘 내가 

허튼소리를 많이 했구나. 오만도 아니고 이건 뭐 망언에 지나지 않는 얘기를 했구나.’하고 반성도 합니다. 

문득 발밑의 풀들을 보게 되지요. 사람들에게 밝혀서 구멍이 나고 흙이 묻어 있건만 그 풀들을 대지에 뿌

리내리고 밤낮으로 의연한 모습으로 해와 달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 길가의 모든 잡초들이 내 스승이

요 벗이 되는 순간이죠. 나 자신은 건전하게 대지 위에 뿌리박고 있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생

각에 참으로 부끄러워집니다.”2�4

  사상가 함석헌 역시 자신을 바꾸고 초월하지 않으면서 혁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기부정을 못하고 제가 사람

인 줄만 알고, 제가 심판자・개혁자・지도자인 의식만 가지고 제가 스스로 죄수요 타락자요 어리석은 자

임을 의식 못하는 사람은 혁명 못한다. 혁명은 누구를, 어느 일을 바로잡는 것 아니라 명(命)을 바로잡는 일, 

말씀 곧 정신, 역사를 짓는 전체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2�5

  풀뿌리의 관점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욕구를 실현할 기반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밖과 소통하지만 내부에 깃든 잠재력을 실현하는 과정이자 각자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보살피는 과정이기도 하다. 혼자 서는 못할 일을 함께 이루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인권은 지식인이나 활동가의 언어에서 민중의 언어로, 전문가나 활동가

의 활동에서 민중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럴 때 류은숙의 말처럼 “인권은 인간 존중의 식탁에 누구

나 둘러앉아 같이 먹고 마시며 누구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2�6 그렇다면 지금의 인권

담론은 이런 풀뿌리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언어로 거듭나고 있는가? 한편으로 그런 노력이 보

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풀뿌리 민중의 정치행위로 이해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인권은 여전히 가까이하

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학교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이나 사회권규약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고 설령 배운다 하더라도 실제로 써먹기 어렵다.2��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곤 있지만, 청소년의 

노동을 착취하고 두발자유를 단속하고 체벌을 가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전문가나 활동가의 언어에서 일반 대중의 언어로 체화될 수 있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 풀뿌리의 

273　장일순・이현주,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삼인, 2003), 108쪽.

274　김익록 엮음,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무위당 장일순 잠언집』(시골생활, 2010), 26~27쪽.

275　함석헌,  ∙들사람얼∙(한길사, 2001), 28쪽. “정치가가나라를다스리는것이아니라삶이기술과제도를내는것이요,철학자・도덕가가

민중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도리어 지혜를 가르치고 힘을 주는 것이다. 나라는 씨∙의 나라요 세계는 씨∙의 세계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하지만, 사실 이날껏 민중이라면 구더기같이 업신여기고 더럽게 안 것이 낡은 윤리와 사상의 특색이었다. 들이 다 그것이다.”(같은 책, 236쪽)

276　류은숙, 『인권을 외치다』(푸른숲, 2009), 8쪽.

277　김순천, 『대학민국 10대를 인터뷰하다』(동녘, 2009)을 보라.

풀뿌리와 인권이 만났을 때

하승우 / 지행네트워크

1. 올바름에서 풀뿌리로

감동적인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려 한다.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P. Freire는 농

민과 노동자들에게 아이들을 때리지 말자고 외치는 ‘착한 교육학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어

느 농촌마을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가난한 농민을 만나게 된다. 

“박사님, 민중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박사님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사는 곳에 가보신 적이 있

나요?” 그리고 그는 자신들이 사는 비참한 집 구조에 대해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형편없는 시설에 

대해, 극도로 좁은 공간에 온 가족이 몸을 구겨 넣어야 하는 형편에 대해 일러주었다. 최소한의 생활 필수

품마저 마련할 돈이 없다고 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으며,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도 없노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에겐 행복할 권리나 희망을 가질 권리가 금지되어 있음을 말해주었다.…“자, 박사님, 뭐가 다른

지 봅시다. 박사님도 댁에 가면 피곤할 거라는 걸 저도 압니다. 박사님은 하시는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플지

도 모릅니다. 생각하랴, 글 쓰랴, 독서하랴, 이런 연설을 하랴, 바쁘시겠지요. 그런 일도 사람을 지치게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박사님, 지친 몸으로 돌아가더라도, 한쪽은 자식들이 깨끗이 씻은 몸에 잘 차려입고 굶주

리지 않고 잘 먹은 얼굴로 맞이하는데, 다른 한쪽은 더럽고, 굶주리고, 빽빽 울고, 시끄러운 아이들이 고개

를 내밉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네 민초들은 새벽 네 시에 일어나서, 상처받고 상심하고 절망한 채로 또 

다른 일과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식을 때리고, 그것도 ‘도가 지나치게’ 때린다면, 박사님 말씀

대로라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든 까닭에 우

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지만, 이것은 계급적 지식이다.2�1

이런 경험을 통해 프레이리는 ‘착한 교육학자’에서 ‘민중의 교육학자’로 거듭나게 된다. 그는 

그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 때의 경험은 특히 정치적 교육의 실천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

요한 학습과정이 되었다. 그 때 나는 정치적 교육이 진보적이려면 민중 집단이 만들어낸 세계 읽기와 민

중의 담론, 민중의 구문, 민중의 의미, 민중의 꿈과 욕구에서 표현되는 세계 읽기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2�2

   나는 인권이 풀뿌리를 만나야 하는 이유를 이런 만남에서 찾고 싶다. 인권이 제아무리 정당

하고 올바른 개념과 이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중의 시선과 언어, 꿈으로 녹아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이야기이다. 다양한 시민사회운동들이 이런 관점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실제 활

동에서 녹여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삶을 바꾸려는 풀뿌리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풀뿌리의 관점을 가지려면 끊임없는 자기부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상가 장일순은 “철

271　파울로 프레이리 지음, 교육문화연구회 옮김, 『희망의 교육학』(아침이슬, 2002), 38쪽.

272　같은 책,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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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풀뿌리운동이 강조하는 ‘스스로의 변화’는 소수자들이 겪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

조를 ‘그들의 문제’로 만들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라는 특성이 ‘배타성’을 띠기도 한다. 이는 

현실에서 진행되는 풀뿌리운동 또한 철저한 자기부정이라는 성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자기부정 없이 ‘우리’만 부각되다 보면 풀뿌리운동이 지향하는 공동체들이 ‘그들만의 공동체’

가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벗어나려면 풀뿌리운동이 일상적인 생활정치 속에 소수자의 시각을 녹여내

고 그것이 가진 차이를 통합하려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김도현의 글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라 그로스Nora E. Groce라는 사회학자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 해안가

의 외딴 섬인 마서즈 비니어드Martha’s Vineyard에서 농인deaf people들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그 섬에서 농인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았으며 그들 자신만의 농문화를 형성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섬의 모든 사람들이 영어와 수화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바이링귀스트bilinguist들의 사회였기 때문이

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농인들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농인들은 지역사회의 삶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었다.”2�9 그렇다면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시

점에서 풀뿌리운동은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운동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단지 장애운동만이 아

니다. 풀뿌리운동은 아이들의 언어, 주부의 언어, 장애인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가? 풀뿌리운동은 공용

어를 찾으며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인권운동이 발전시켜온 감수성과 합리성은 어른들이 바라는 ‘아이들을 위한 도시’에서 ‘아이

들의 도시’로, ‘주부들을 위한 정치’에서 ‘주부들의 정치’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도시’에서 ‘장애인의 도시’

로 우리 운동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 풀뿌리운동과 함께 할 수 있다.

  하지만 풀뿌리와 인권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짐 아이프(Jim 

Ife)의 물음은 그 어려움을 잘 드러내 준다. “지역사회개발은 인권의 기본원칙에 역행하여서는 안되는데, 

이러한 대원칙은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한 경계를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활동가에게 인종차별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도와줄 것

을 요청하는 경우, 지역사회 활동가는 지역사회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이러한 거절이 지역사회 자결 

원칙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정당한 거절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언제나 이처럼 명쾌할 수

만은 없다. 인권은 논쟁적인 개입이므로, 지역사회 활동가는 때로 지역사회와 인권에 관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 인권에 관한 논쟁은 그 지역사회 내에서 인권이 어떻게 규정되고, 어떻게 이해되는가, 다른 곳에서

는 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인권을 실현하고 보호하는 방식의 지역사회개발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280

  풀뿌리운동이나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인권의 문제의식과 어떻게 맞닿

을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열걸음”이나 “열 사람의 한걸음”같은 구호보다 그 사

이의 실천이, 그 실천을 위한 관심과 행동을 유도할 징검다리가 필요하다.

3. 국가에서 지역사회, 마을로

279　김도현,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메이데이, 2007), 47쪽.

280　짐 아이프 지음, 류혜정 옮김, 『지역사회개발』(인간과복지, 2005), 150쪽.

관점은 이런 징검다리를 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인권담론이 뿌리를 내릴 수 있

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 풀뿌리운동이 결합될 수 있다.

2. 인권과 풀뿌리운동의 확장, 무엇이 마을인가?

  반대로 인권의 관점은 기존의 풀뿌리운동이 관심을 가져온 영역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풀뿌리운동은 그동안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러다보니 풀뿌리운동

의 주요한 의제도 보육이나 청소년, 주부와 연관된 것들로 제한되었다. 물론 풀뿌리운동의 주체가 이주노

동자, 장애인 등으로 확장되고, 의제가 평화나 주거권으로 확대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운동의 주된 흐름은 

‘가족’을 중심에 둔다.

  예를 들어, <시민의신문>과 <한국청년연합회(KYC)>가 엮은 『도시 속 희망공동체 11곳 - 풀

뿌리가 희망이다』(시금치, 2005)는 <광명YMCA>를 비롯한 11곳을 대표적인 풀뿌리운동의 사례로 소개한

다. 그리고 김기현의 『우리 시대의 커뮤빌더』(이매진, 2007)는 <부천YMCA>의 녹색가게, <광명YMCA>의 

등대생협, 부산의 <희망세상>, 안성의 <안성의료생협>, 네 곳을 풀뿌리운동의 사례로 소개한다.  또한 <풀

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달팽이가 달리기를 시작한 까닭은?』(이음, 2008)은 <광명YMCA>의 등대생협, 

서울 강북구의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대전여민회>의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 천안의 <복

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충청북도 옥천군의 <안남 어머니학교>,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강원도  

원주의 <협동조합운동협의회>, 강원도 철암의 <철암어린이도서관>, 부산의 <희망세상> 등 9곳을 풀뿌리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한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은 앞서 지적한 바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인식의 격차는 <인권재단 사람>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권김영현: 아무래도 결혼 중심으로 관계망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생협 조합원이고 성미산 지키기에 

서명도 했지만, 마을사람이라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요.

위성남: 가족 중심의 커뮤니티고, 삼사십 대가 많고, 미혼 커뮤니티는 아주 취약하죠. 미혼이 최근에 늘어

나는 추세인데 독자적인 자기 커뮤니티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죠. 기혼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고민이나 관심사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저같은 기혼이 미혼커뮤니티를 대신 고민해줄 수는 

없잖아요? 바라만 보고 있죠. 언제될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아쉽고 답답하면 만들겠지 하면서.……

………

권김영현: 기존 커뮤니티에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자 쉼터나 성소수

자 커뮤니티처럼 마을에서 공개되지 않는 커뮤니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그룹을 조직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여러 가

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커뮤니티가 지역운동과는 연결되기에는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2�8

278　“횡단대화: 마포에서 듣는 새로운 실험”,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제 41호(2009년 11・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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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인권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회적 개인에 관한 논의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로버트 

오언R. Owen은 이를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원리는 분명하게 이해되고 한결같이 실현되는 자신의 행복

이 공동체의 행복을 늘리는 행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개인적 행복은 주변 모

든 사람의 행복을 늘리고 확장하려는 노력에 비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로 표현했다.283 그리고 이

런 식의 관념은 이미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생각이다.284

    이런 인간관을 받아들인다면 요구하는 권리에서 구성하는 권리로 논의가 확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치와 자급의 마을이 구성된다면 그 마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힘과 관계도 그만큼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인간의 욕구와 역량이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그 내부의 기준에 따라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인식틀의 전환이 중요하다. 중앙정부, 민족/국민국가에 맞춰진 우리의 시선을 조

금 더 아래로 내려 내가 디디고 있는 발밑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그와 관련해 최근 인권과 관련된 조례들이 제정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국가인권위

원회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건 분명 의미있는 일이다. 최근 경기도교육감과 서울시교육감, 전북교육감 등이 추

진중인 학생인권조례보다 앞서, 2004년 1월 목포시는 ‘목포시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신축되는 병원, 공공시설 등 대형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에 대한 사전점검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2008년 11월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외국인 주민이 정책이나 공공시설물 이용, 고용과 관련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2009년 10월에 제정한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조례’ 역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시의 발전비전으로 인권을 내세운 조례이고 2010년 

3월 경남도의회가 통과시킨 ‘경상남도 인권증진 조례안’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조례들이 지역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안산시가 원곡동

의 국경없는 마을을 기반으로 다문화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다는 비판이나, 광주광역시의 인권조례

가 민주, 인권, 평화를 내세운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은 그 진의(眞意)

를 의심케 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례 제정이 시민문화나 아래로부터의 동력 없이 진행되거나 그

런 동력을 제도라는 틀 속에 가두어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보

다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가 다른 조례들과 어떻게 연관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

은 없는가이다. 하나의 조례만으로 지역사회가 혁명을 경험하기는 어렵다.

    가장 중요하게는 조례로 표현되는 제도화와 그 합의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화적인 영역들

이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아이린 칸이 지적하는 바는 곱씹어 볼 만하다. “페루는 남미에서 산모와 영아사

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특히 지방 원주민 여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산 호세 드 세

까의 마을과 오코페카, 후쿠마키리, 상끄와 루페이의 공동체들, 안데스의 아야쿠초에서는 지역 NGO주도

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했다. 거리와 비용, 부족한 시설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지원이 그들의 문화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 지

283　로버트 오언 지음, 하승우 옮김, 『사회에 관한 새로운 의견』(지만지, 2009), 27쪽.

284　권정생, 『우리들의 하나님』(녹색평론, 1997)이나 김종철, 『간디의 물레』(녹색평론, 1999)를 보라.

  어떤 면에서 인권의 탄생과 확산은 근대국가체계의 형성・발전과 분리될 수 없다. 1789년 프

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그러하고,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도 마찬가지이다. 인권은 인

간의 권리로 얘기되지만 실제로는 정치체제의 형성과 법질서를 통해 구현되고 국가는 이런 권리를 보장‘해

야 하는’(당위) 정치적 결사체로 얘기된다. 인권은 사회가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정당

화하는 계약의 목적으로 선언된다.

  하지만 정말 그러할까? 자연상태에서 각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국가라는 정치적 결사체를 

통해서만 보호될 수 있을까? 이런 가상의 자연상태에 관한 전제가 새로운 담론의 형성을 방해한다. ‘현재

의 국가’가 문제일 뿐 정녕 ‘미래의 국가’는 인권을 수호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을까? 허나 국가는 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을 뿐 아니라 관료조직의 이해관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도 자율성을 가

진 국가, 착한 국가는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길게 하다보면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시점에서 사회구성체 논쟁이 다시 한 번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인식틀(frame)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중심에 둔 사회구성체 논쟁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마을, 자치와 자급이라는 인식틀로 논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발전과 복지는 여전히 중요한 의제이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수밖

에 없다. 특히나 복지국가의 모델이 여전히 중요한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프랑크푸

르트 학파(the Frankfurt School)의 논의만 살펴도 서구의 복지국가 내에서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

고 왜곡되었는지에 관한 많은 얘깃거리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없이 

서구의 복지국가가 가능했을까? 복지국가는 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났을까? 그런 점에서 짐 아이프는 복

지국가가 사회의 대안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앞서 간단히 살펴본 네 가지의 정책전

략[복지국가 옹호, 뉴라이트, 조합주의, 마르크스주의-인용자] 중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만족스럽게 해

결될 수 없는 것이다. 현존하는 성장 중심의 사회・경제・정치적 시스템-복지국가는 그 내부에서 기능하

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은 한순간도 환경파괴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우리에게 익숙한 서구사회의 발전

된 형태의 복지국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제 사회변동의 구조로서 (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한) 인

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다른 구조, 다른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281 심지어 아이프는 복지국가의 장점

이라 얘기되는 적절한 최저생계 보장, 사회적 불평등 감소, 공평성이 실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국가의 기밀성, 사회의 익명성, 관료주의 등이 강화되었을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282

  사회민주주의라 불리는 국가에서 사는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사회민주주의라 불리는 정책과 그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둔다면 복지국가 모델은 여전히 중요하게 

보일지 모른다. 대중의 능력을 얕잡아 보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자

비로운 시각이야말로 나쁜 국가를 불러온다는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고 참아야 하는 딜레마일까? 그렇지

만 왜 그런 자신의 가치와 믿음이 우리의 미래이어야 할까? 특히나 식민지의 국가구조와 교육체계, 정신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채 식민성의 굴레에 갇혀 있고, 냉전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에서도 완전히 벗

어나지 못한 한국사회가 외부적인 기준에 맞춰 자기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

  국가와 개인의 계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개별자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사회적 개인’으로

281　짐 아이프, 앞의 책, 43쪽.

282　같은 책,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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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밖으로 지역사회로 

- 탈시설자립생활 운동 : 시설장애인 삶의 변혁 - 

임소연 /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1. 탈시설 과정 

<탈시설 과정>

1) 시설에서 나오기 전까지 

○ 어떻게 탈시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가?

 

- 시설조사를 하면서 만나게 된 시설거주인, 시설 내 인권침해 등으로 사건 대응을 하면서 만

난 시설거주인, 먼저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소개 등을 통해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됨. 즉 대부분 사적 경로를 통해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됨. 

- 정부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시설거주인이 시설에서 나오고 싶

어 하는 지 알 수 없으나 최근 2-3년간의 추이를 보면 수도권 내에서 월 평균 5-6명 정도가 시설에서 나

오는 것으로 보임. 나오고 싶다는 사람은 훨씬 더 많으나 체험홈이 유일한 주거공간 대안인 현재, 살 집이 

없어서 못나오는 사람이 태반임.  

- 시설에서 나오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할지,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할지 시설거주인은 

만남

탈시설 결심

퇴소

퇴소 직후

자립생활

- 지속적인 소통

- 지역사회 지원정보 제공

- 3개월 이상, 

  3~4차례 이상 만남 

- 살 집 마련

  (임시, 장기) 

- 긴급활동보조 지원 마련

- 긴급생활비 지원 마련 
- 개인신분증, 통장, 도장 

- 시설 비리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 주소이전

- 활동보조 신청

- 수급자 신청

- 보장구 신청

- 건강검진

- 장기적인 자립생활

  계획 상담

- 학교, 취직, 

  안정적인 집 마련

- 지역사회 자원 연결

역 사람들은 직원들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시설을 찾아가는 일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여기고 있

다. 그래서 공동체와의 대화를 통해 문화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년 동안 관계가 

향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마을의 전통적인 산파들과 직원들 사이의 관계도 친밀해

졌다. 출산환경이나 출산전후 관리가 그 지역문화에 적응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서 있는 자세로 아이

를 낳는다거나, 출산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것, 혹은 태반을 가족에게 돌려주어 직접 

묻게 하는 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직원들은 환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고 그 지역언어로 설명

하는 법도 배웠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시설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사망률이나 환자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 경우를 통해 우리는 소외문제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가난한 여성들을 존

중하는 태도로 대할 때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배울 수 있다.”285

    조례는 지역사회의 법이고 법은 시민의 공공성과 여론을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 조례는 매

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지역성을 반영할 때에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사회운동의 힘을 제도로 잘 

흡수한 참여예산제도가 한국사회에서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관

련된 정보와 참여의 부족, 지역과 맞지 않는 기계적인 제도의 도입,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의 부족 

때문이다.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이지만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사회의 정

치・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권과 풀뿌리가 만나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생긴다. 인권과 풀뿌리의 만남이 언제나 아름다운 풍경만을 일구진 않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밑거

름으로 변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인권과 풀뿌리는 가진 자들의 삶이 아니

라 가지지 못한 사람들, 허나 채우기 위해 버릴 줄도 아는 사람들의 삶에서 꽃피기 때문이다.

285　아이린 칸 지음, 우진하 옮김, 『들리지 않는 진실: 빈곤과 인권』(바오밥, 2009),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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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서 탈시설하는 결심을 굳히고 3개월 정도 나와서 살 집 등을 알아보는 과정을 거쳐 6개월 만에 시

설에서 나왔음.

- 대부분 최초의 탈시설 결심에서 실제로 나오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음. 

1년 이상 걸린 사람도 있었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 중 대부분은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음. 즉, 물

리적 제약 조건을 해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음.   

- 탈시설하기까지 걸린 시간동안 수시로 전화통화, 3~4차례 이상 지원하는 활동단위와의 만

남이 있음. 

○ 시설에서 나오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퇴소 두려움 이런 정보를 주면 달라진다

살 곳이 없어서 나갈 수 없다 - 줄만한 정보가 가장 없어서 어려운 지점임.

 -  그래도 체험홈이라는 곳이 있고 탈시설정착금을 보증금으로 해서 일단 월세로 살 수 있다는 것

을 아는 순간! 무지하게 달라짐.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 -  생계주거급여 등 40만원, 장애수당 16만원(서울시, 중증장애인 경우) 등 60여만원의 돈을 본인

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확 달라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  24시간 지원은 되지 않지만 활동보조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옆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

다는 것을 아는 순간! 진짜 달라짐. 

혼자 이동하기 어렵다  -  전동휠체어라는 것이 있어서 혼자서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공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엄청 달라짐. 

- 시설의 거부감 

: 대부분 시설에서는 외부인과의 만남을 매우 꺼려함. 순수하게 시설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

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특히 인권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장애인활동가가 들어가서 만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많이 있음. 이런 거부감은 외부 사람과 만나는 것을 통제하는 형태로 나타남. 만남을 통제하는 

것 때문에 활동가가 시설하고 언쟁을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시설거주인은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면서 탈시설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있음. 

- 시설거주인과의 소통의 어려움 

: 휴대폰이나 이메일이 있는 경우는 꼭 만나지 않아도 소통을 할 수 있으나 그 마저도 없는 경

우는 연락하기가 매우 어려움.  

- 미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 전문적인 통계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시설조사나 탈시설지원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대

매우 막막한 상황임. 공공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탈시설 의사를 밝힐 수 없음. 

○ 현재까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가?

- 유형별로는 뇌병변 장애, 지체장애가 주를 이루고 있음.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은 현재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 발달장애, 지적, 자폐 장애 등의 탈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현재 신

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탈시설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만 남았을 뿐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음. 다

만 발달지적 자폐장애는 좀 더 섬세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과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살 것

인가가 관건임.

- 외부와의 소통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

서 메일로 소통할 수 있는 등 지속적으로 외부 활동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 가족의 동의가 거의 필요 없는 사람 : 보호자의 동의라는 빌미로 시설에서는 만남이나 외출, 

탈시설을 방해하고 있음. 또한 가족은 지역에서 사는 것에 대해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시설을 나가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TV나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 복지에 대

한 이런 저런 정보를 습득하고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 탈시설을 많이 하였음.      

- 스스로 돈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 : 시설거주인 스스로가 신분증,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

하나 시설에서는 관리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대부분 일괄적으로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음. 본인이 장애수

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임. 일단 돈을 관리하게 되면 휴대폰도 장만하고 물건

을 사러 시설 근처에 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와 소통을 할 수 있음. 

- 외출을 하여 먼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본 사람 : 전화나 만남을 통

해 소통은 계속하였으나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는 지를 확신할 수 없어서 결심

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하지만 먼저 자립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집에서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본 경우 결심을 굳히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 며칠이라도 지역사회에서 체험일정을 잡아서 체험한 경우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

하는 체험홈에서, 시설에서 나오기 전 지역사회 경험을 하는 경우 더 확실하게 탈시설을 하게 됨. 

위의 경우를 모두 종합해 보면 전화와 같은 소통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와 지속적인 소

통을 하면서 탈시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외출 등을 통해 시설 밖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탈시설을 

결심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시설에서 나오게 되는가?

- 사례1)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에서 만난 B씨의 경우, 2005년 10월 만

났는데 본인이 나오고 싶다고 12월에 연락(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음). 그 후 3개월 동안 계속 연락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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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사례 2 -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나오지도 말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임시주거공간을 마련해야지... 

 

시설에서 나와 마로니에서 노숙하였던 석암동지들 - 법인시설  

○  석암베데스다 요양원에서 평균 2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시설장애인 8명이 2009년 6월 4일 시설에서 나와 혜화동 마로니에 공

원에서 노숙하였음. ①탈시설욕구조사 이후 결과를 발표하고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②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제

공하라 ③활동보조 생활시간(서울시 최대시간 230)을 확대하고 대상제한(1급만 가능)을 폐지하라 라는 요구를 걸고 노숙투쟁

을 하였음. 서울시를 상대로 시설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안을 걸고 총 62일간 농성을 하였음. 시설에서 나왔지

만 마땅한 주거공간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음. 주민등록상으로는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으로 등록되

어 있는 상태였고 실거주지는 마로니에 공원이었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에 시설에서 받았던 

각종 지원을 받지 못 받았음. 즉 수급권자이면 수급액을 받아야 하고, 활동보조 신청을 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데 지원되지 않았음.   

○ 기초생활수급 :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아서 수급비를 지급할 보장기관이 결정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살 공간 마련 후 전입신고 전까지 수급비 지원을 받지 못했음. 

○ 장애수당 :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지급됨. 수급자 판정이 안되

어 장애수당 역시 지급받지 못했음. 

○ 활동보조 : 퇴소 전 신청하여, 중앙정부 활동보조 시간을 받았으나 맨 처음에는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 개시하지 못하게 하였음. 6월 4일 퇴소 당시에는 복지부 판정인 이용시간

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후, 복지부 판정은 이용시

간이 확정되었으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활동보조서비스는 주소지가 없어도 개시하였음. 

○ 드러난 문제점 

-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

는 수급액이나 장애수당, 활동보조, 의료보호 등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긴급활동보조 지원, 긴급생활비 지원 등 긴급지원이 없음.  

- 주소지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주소지 제공이 필요함. 더 나아가는 궁극적으로 시설퇴소 후 머

무를 수 있는 임시주거공간이 절실히 필요함. 또한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가 필요함. 

- 보장시설 퇴소 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후 급여결정 및 탈락 등을 조치하

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조사기간 동안은 수급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 이는 장애수당 및 

의료보호에도 영향을 미침. 

부분의 시설거주인은 당장에 나가고 싶지만 ‘살 집’에 대한 정보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 때문에 탈시

설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음. 또한 활동보조의 경우도, 시설에서는 같은 방에 다른 장애인이 있고 밤에도 

시설직원이 있으니 24시간 활동보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지원이 되지 않는

다고 하면 결심하기 어려워했음. 소득의 문제, 물론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결심이 

가능함. 하지만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벌이가 불가능한 현 구조에서 자립하기 

어려운 현실임.  

- 가족의 반대 

: 여전히 가족에게 시설거주장애인은 보호의 대상, 심지어는 가족의 삶에서 잊혀진 존재임. 시

설로 장애인을 보낸(?) 후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데 시설거주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온

다고 했을 때 가족은 부담을 느끼면서 그 반발이 매우 큼.  특히 수급자가 아니어서 가족으로부터 실비를 

받고 시설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며 생계비 지원을 끊어버리거나, 본인의 탈

시설 의지를 무시하고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보호자 동의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

는 경우가 허다함. 

탈시설 사례 1 - 갑자기 나오게 되는 경우 어디로 연락? 긴급지원 필요하다

시설에서 탈출한 A씨 - 개인운영신고시설 

○  신애재활원이라는 시설에서 16년간 생활을 했던 A씨(뇌병변장애1급, 40대 초반, 여성)는 시설에서 나가기를 강력하게 요구하

였음. 하지만 시설은 부모의 동의 없이는 외출이나 외부인 면회도 안 된다며, 외부소통을 철저하게 통제하였음. 부모는 장애인

이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고 시설퇴소 절대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였음. 성인이지만 본인의 의사대로 퇴소하지 못하고 유일한 소

통 도구인 휴대폰을 시설 측에 뺏기는 상황이 생기면서 급기야는 시설에서 1km 정도를 기어 나와서 탈출함. 이후 발바닥과 노

들센터가 연계하여 탈시설 지원함.      

○ 드러난 문제점 

- 시설에서 나오고 싶으나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음. 

- 보호자 동의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면회나 외출을 방해함.

- 통장, 개인신분증을 시설에서 관리하여서 개별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없음.  

--> 수급액, 장애수당을 생활비라고 시설에서 일괄관리하면서 가져감. 

- 장애인 명의로 차량 등 구입하였음. 

- 긴박하게 탈출하는 식으로 시설에서 나오게 된 경우임. 이 경우 긴급으로 주거 공간,    활보지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

적책임기관이나 제도가 없음. 민간에서 지원  

  하였음.  



��� ���

(2) 퇴소 후 확인해야 할 사항 

○ 개인명의 도용, 횡령 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함. 

- 동사무소 : 인감증명 여부

- 은행 : 과거 입출금 기록 확인, 다른 통장 있는 지 확인하고 시설 운영자의 개인 비용으로 사

용되었던 돈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자동차보험사 : 본인 명의의 차량 등록 확인 

- 본인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

(3) 시설 대응 

○ 외출 통제 등 시설 내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명의도용이나 

사문서위조, 횡령 등 시설 비리에 대해서 대응해야 경우가 많음. 

○ 일단 시설에서 나온 경우, 시설과 더 이상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면서 인권위

진정이나 법적 대응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강력하게 시설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3) 시설에서 나온 직후 무엇을 해야 할까? 

○ 주거 공간이 이동되었으므로 주소이전을 시작으로 수급권 신청, 활동보조신청 등을 해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주소이전 : 주거지 동사무소

- 주소이전을 제일 먼저 해야 함. 주소이전을 해야지만 관할 소재지 보장기관(시군구청)으로

부터 수급비 지원, 활동보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편입을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로 등록해야함.

○ 수급자 신청 : 주거지 동사무소

- 개인운영시설에서 퇴소한 경우, 주소 이전을 하면 수급비 지원 해당 보장기관이 변경됨. 별

도의 수급자 신청이나 재심사 없이 수급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법인시설에서 퇴소한 경우, 시설장이 퇴소정보를 시설소재 보장기관에 전달하고 시설소재 

보장기관에서 신주거지 보장기관으로 정보를 넘겨야만 보장기관 변경 

- 법인시설에서 수급자가 시설에서 나올 경우, 수급자격은 유지됨. 하지만 통상적으로 재심사

를 하고 있으며, 14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소요됨. 30일까지 소요되는 경우, 1회의 수급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수급자격이 유지된다고 해서 일단 주는 것은 아니고 이후 자격 판정이 수급자로 난 경우 소급

해서 지급하고 있음. 

- 긴급생활비지원필요 : 수급자 재심사로 인한 수급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생계비의 대부분

을 수급비에 의존하고 있는 시설거주인에게는 매우 치명적임. 길게는 한 달 정도의 공백 기간이 생기면

서 생계 위협이 되고 있음.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재심사기간동안 긴급생활비 지원이 절실함. 

-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소득보장이 필요함을 여실히 드러냄. 부양의무로 걸려있는 수급체계를 장애인 당사자 개인을 기

2) 시설에서 나올 때 꼭 필요한 점검은 무엇인가? 

(1) 시설 퇴소 시 확인해야 할 사항 (확인 후 가지고 나와야 함)

○ 시설 퇴소 확인은 시설을 나오고 지역사회로 주소이전을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

면 됨. 시설이 퇴소명단을 관할 기초지자체에 보내면 서류상으로 퇴소처리가 된 것임. 

○ 시설입소 시 작성한 입소계약서와 입소보증금 증서 

- 시설에 장기간 거주했을 경우, 입소보증금을 냈을 확률이 높음. 입소보증금은 평생 돌봐준다

는 명목으로 가족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시설에서는 후원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입소보

증금을 확인하고 되돌려 받는 조치가 필요함. 

○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신분증과 통장, 도장 등을 가지고 나와야함.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설 측에 요구해야함. 

- 통장의 경우 맨 마지막 것뿐만 아니라 과거 통장까지 요구함. 또한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법

인시설의 경우 장애수당이 개인에게 지급되고 있었는지,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

당이 개인에게 지급되고 있고 본인이 관리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비는 대부분 시설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거치기보다는 의례 

그러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음. 또한 장애수당도 마찬가지임. 시설 측에 돌려줄 것을 요구해야함.

- 도장의 경우 인감도장인지 확인 필요. 인감도장을 만든 적이 있는 지도 확인

○ 의료보험증 및 의료기록, 약 

- 본인이 복용하고 있던 약, 의료 기록, 자주 이용하던 병원 연락처

○ 개인 물품 

- 본인이 사용하고 있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 입소 시 가지고 들어갔던 물품, 시설에서 살면서 구입한 물건 등

○ 장애인 명의 물품 구입 여부 확인

- 장애인 할인 등을 이용하여 시설에서 장애인 명의로 차량구입이나 전화가입, 심지어는 동산

부동산 구입까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물품 등을 

확인함. 

○ 작성해야 할 서류

- 퇴소서류 (시설마다 양식이 있음. 없는 곳도 있음. 물품 수령확인서로 대치하는 곳도 있음) 

- 물품 수령 확인서 

○ 활동보조 신청 

- 퇴소한다는 전제하에 시설 내에서 활동보조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음. 

- 시설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면 시설 내에서 활동보조 신청 후 활동보조 서비스 개시 

시점에 나오는 것도 괜찮음. (미리 나오는 경우 활동보조 지원을 센터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탈시설희망당사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실제로 퇴소하는 일정을 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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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 신청 : 주거지 동사무소 

- 시설직원이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생활시설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다만, 2009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안내서(복지부)에 따르면, 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

활가정, 주단기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이 외출, 이동서비스 등 만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복지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지원을 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복

지부:서울시=5:5로 매칭펀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려면,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을 하고 판정심

사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시간을 할당받음. 1차적으로 복지부 판정을 받고 이후 지자체 판정(분기별 신

청)을 받아서 최종 이용 시간이 결정됨. 이용시간이 결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중개기관에 판정받은 시간

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면 중개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함. 

- 활동보조 신청은 퇴소를 전제로 하여 시설에서부터 할 수 있음. 못한 상황이었다면 주거지 

동사무소에 와서 활동보조 신청해야 함. 다만 활동보조 신청은 1급 장애인에 한하므로, 필요한 사람은 장

애등급 변경을 한 후 신청해야함. 의원으로 가서 장애등급 판정 진단을 받고 의사 소견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됨. 

- 활동보조 신청은 매월 10일 이전까지 하고 20일까지 심사 통보를 하고 있음. 활동보조 지원

이 결정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긴급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필요 : 활동보조 신청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나오기는 어려움. 언제

든지 나올 수 있는데 10일까지 하는 신청기간을 놓치면, 두 달 정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됨. 

수급비와 마찬가지로 시설에서 나온 사람의 경우, 활동보조지원 판정 전까지 긴급으로 활동보조지원이 

절실함.

- 활동보조 서비스의 경우, 장애등급 1급만 신청자격이 있음. 활동보조서비스 별도로 서비스

등급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1급으로 먼저 대상제한을 하는 것이 문제. 2010년 1월부터 활동보조 

신규신청의 경우 장애재판정을 자비로 부담하여 받아야함. 장애등급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장애 1급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음. 또한 활동보조 심사가 위탁심사 형태로 바뀌면서 판정심사 기간

이 늘어나면서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도 활동보조 서비스 판정이 길어지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장구 신청 : 병원->동사무소->보장구공급업체

- 시설에서는 보장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보장구를 신청하

기도 어려움. 

- 전동휠체어 등을 지원받으려면, 병원에서 보장구사용적격심사를 받은 후 보장구처방전을 동

준으로 변경하거나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노동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거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

요함.

- 현재 장애수당은 수급자이거나 차상위인 경우 지원받음. 장애수당도 수급자 판정이 나지 않

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수급자 판정이 나지 않는 경우, 수급비와 장애수당 모두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 

2010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연금 도입 예정이나, 이 연금액은 현재 장애수당을 받는 것보다 적은 지자체

도 발생하고 있음. (지자체는 연금도입시기인 하반기부터는 장애수당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곳이 많음.)

     

구 분 기초생활보장수급액 (1인 기준) 장애수당

  중증(1・2급, 지적장애3급 중복장애) 경증 (3-6급)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기초생활수급자 405,881 130,000 30,000 30,000 0

 생계급여-321,227

 주거급여-84,654

차상위계층 - 120,000 0 30,000 0

[표 ] 서울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지원과 장애수당 지원 (2009, 지역사회 거주)

구 분 기초생활보장수급액 (1인 기준) 장애수당

  중증(1・2급, 지적장애3급 중복장애) 경증 (3-6급)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기초생활수급자 법인시설-  70,000 30,000 20,000 0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음. 

 개인운영신고시설- 

차상위계층 지역사회거주와 마찬가지. 0 0 0 0

[표 ] 서울시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지원과 장애수당 지원 

특별시, 광역시 2009년 도지역 2009년

서울 30,000 경기도 40,000

부산 30,000 충청남도 12,000

대구 30,000 제주도 20,000

대전 10,000 충청북도 지원없음

울산 50,000 경상남도 지원없음

광주 10,000 경상북도 지원없음

인천 30,000 전라남도 지원없음

  전라북도 지원없음

  강원도 지원없음

[표 ] 지방자치단체 지급 장애수당(20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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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정보가 차단되어 있어서 시설을 나와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생각할 수 없음. 지역사회에 나와서 충분히 살 수 있음을 확신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야 함. 

(2) 탈시설 욕구조사

○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욕구조사는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

료가 될 수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욕구조사(양적조사)는 진행된 바 없음. 

중앙정부 및 지자체 탈시설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 전국시설에 대해 조사한 바 없음.

 - 2009년 하반기 장애인개발원에서 질적조사 하였음.  

서울 - 2008년, 38개 시설, 3300명 전수조사 진행하였음. 

대구 - 2009년 상반기 시설조사 시 탈시설 욕구 항목을 넣어서 진행함. 

부산 - 2009년, 20개 시설, 1372명 전수조사 진행하였음.

광주 - 2010년 초 탈시설욕구조사 진행하였음. 

전라남도 - 2010년 하반기 진행하고 있음.  

충청북도 - 2009년 11월 시설인권실태조사 하면서 탈시설 욕구 항목을 넣어서 진행.

[표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탈시설욕구조사 시행 여부 (2010년 �월 현재)

○ 서울시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 

- 2008년 서울시 관할 38개 3,300명에 대해 전수조사로 탈시설욕구조사를 실시하였음. ‘시설

에서 나가고 싶냐’는 질문에 응답 인원 1,073명 중 57%가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함. 또한 주거 및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시설에서 나가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70%가 넘음. 또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나가

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 소득, 활동보조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당사자의 탈시설의지는 50% 이상이 나왔음. 하지만 가족에게 질문하였을 때는 상반된 결과

가 나왔음. 가족 응답자의 94.5%가 계속 시설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음.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100%가 시설의 계속 이용을 희망. 

 

 퇴소희망 주거제공시  퇴소욕구 퇴소의지 주거 및 서비스 

     지원시 퇴소희망

무료 이용자 (응답사례수) (964) (963) (959) (265)

 있다 56.3  53.6 43.6 69.4

 없다 28.8  29.4 34.1  15.8

 응답불가/거부 14.8  17.0 22.3  14.7

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후 관할 구청에서 우편으로 보장구사용적격심사통지서를 개인에게 발송, 전동휠체

어 업체에 보내면 지원받을 수 있음.    

○ 건강검진

- 시설에서 나온 후 전반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함

- 기존에 복용했던 약 등에 대한 처방, 거주지 근처의 새로운 의원 발굴 등 

2. 정부의 탈시설 지원 정책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음. 시설 소규모화 

정도임. 또한 탈시설 지원도 민간 장애인단체의 활동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 즉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

는 사람에 대한 수요욕구조사를 진행, 개별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공적시

스템은 없음. 이번 ‘2009년 탈시설-자립생활 투쟁’ 결과로 서울시가 서울복지재단에 위탁으로 ‘전환서비

스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입・퇴소 관련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음. 서울시에서 탈시설 지원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1) 탈시설 전환국

○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계획 및 지원 업무를 맡을 ‘탈시설전환국’과 같은 부서는 운영하

지 않음. 서울 이외의 다른 지자체도 탈시설전환국과 같은 탈시설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설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나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 2009 ‘탈시설자립생활 투쟁’의 성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장애인전

환서비스지원센터’를 2009년 하반기부터 운영. 이 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입・퇴소 지원, 자립생활가

정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시설장애인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

도록 기본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까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모형 : 체험홈(3~6개월) → 자립생활가정(최장 5년) 

- 체험홈은 법인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하고 있으며, 자립생활가정은 장애인전환

서비스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운영에 있어 주거 비용과 공과금 등은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 입주 

장애인은 생활비 정도만 내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주요 역할에는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이 필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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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정착금은 장애인생활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임. 시설

에서 거주하는 동안 

○ 2009년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정착금 지원은 없음. 2010년 복지부에서 탈시설정착금 

예산(500만×100명)을 국회에 올렸으나 본 예산에서 책정되지 못했음. 2011년 복지부 예산으로 500만×

50명, 2억 5천만원으로 예산 책정되어 있음. 

○ 현재 지자체에서 탈시설정착금을 지원하는 곳은 서울, 대구, 전북 등 3곳임. 3지역 모두 시

설퇴소장애인에게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08년에는 지급대상 조건이 ‘결혼’이나 ‘취

업’이었으나 탈시설공투단 등의 문제제기로 2009년에는 ‘어느 정도 자립생활이 가능한 시설장애인’으로 

변경됨. 

<서울시 탈시설정착금 지원 내용> 

항목 2007 2008 2009 2010(예정)

지원대상인원 12명 15명 30명 40명

1인당 금액 300만 300만 500만 500만

총 지급액 3,600만 4,500만 1억5천만 2억

○ 2004년, 100만원부터 시행

○ 2009년은 20명, 1억원 예산 배정이었으나 10명 추가 지원하였음. 

(4) 주거 대책 

[그림 ]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주거 공간으로! 

시설
체험홈

(민간운영)

공공임대

민간임대

② 시설에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사람만 가능

③  시설거주인은 무주택세대주 자격이 되지 않아서 

시설에서 곧장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없음.

①
④

⑤

⑥

(가)

전체사례 (응답사례수) (1,073) (1,071) (1,067) (290)

 있다 57.0  54.2  44.1  70.3

 없다 28.9  29.5  34.1  16.2

 응답불가/거부 14.1  16.3  21.7 13.4

계  100.0  100 100.0  100.0

[표 ] <서울시정개발원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연구’ 중 퇴소 희망에 대한 응답>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안면 간질 전체

(응답사례수) 134 49 44 7 1 197 12 1 1 446

주택 46.3 55.1 34.1 42.9 100.0 59.4 50.0 100.0 100.0 52.2

생활비보조 51.5 49.0 56.8 57.1 - 43.1 41.7 100.0 - 47.8

도우미 47.8 53.1 50.0 - - 25.4 33.3 - - 37.2

일자리 23.1 22.4 18.2 57.1 100.0 44.2 58.3 - - 33.4

여가,취미 3.0 2.0 2.3 28.6 - 5.6 - - - 4.3

편의시설 6.0 2.0 11.4 - - 1.0 - - - 3.6

보건의료 4.5 2.0 6.8 - - 2.5 - - - 3.4

교통서비스 3.0 4.1 6.8 - - 0.5 - - - 2.2

복지서비스연계 2.2 2.0 4.5 - - 1.0 - - - 1.8

재활보조기기 3.0 - - - - 1.0 - - 100.0 1.6

편견해소 1.5 - 4.5 - - 0.5 - - - 1.1

생활정보제공 - 2.0 - 14.3 - 0.5 - - - 0.7

복지시설 공급 - - - - - 0.5 - - - 0.2

[표 ] <서울시정개발원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연구’ 중  퇴소를 위해 필요한 도움에 대한 응답>

○ 부산시 탈시설욕구조사

- 조사명 : 2009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 조사용역기관 : 부산복지개발원

- 조사대상 : 부산시 관리감독 장애인생활시설 20개 시설, 1372명 당사자 조사  

- 조사방법 : 일대일 면접, 전수조사 

- 조사결과 : 전체 인원 1,372명 중 응답가능한 자 419명 중 241명인 57.5%가 시설을 퇴소하

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241명 중 1년 이내 퇴소를 희망하는 사람이 59명(24.5%)

로 조사되었음. 

  

(3) 탈시설 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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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임. 

- 대부분의 장애인이 집을 구할 때 어려움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꼽음. 즉 장애인 이라

고 주택임대 자체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음. 중개사를 통해 사전에 장애인 살 것이라고 알렸음에도 불

구하고 집을 보려하니 장애인이라고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한 경우, 장애인이 밤에 혼자 있을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장애인에게 집을 세줄 수 있냐며 골치 아플 것 같다고 애초에 중개

사에게 장애인은 소개시키지 말라는 경우, 장애인과 함께 살면 나쁜 소문이 날것이라며 집을 세주지 않

는 경우, 친구를 통해 전세방을 가계약하고 계약 당일 집주인을 만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방이 이

미 나갔다며 임대를 거부한 경우 등 장애를 이유로 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움. 더욱이 편의시설이 갖춰

져 있는 집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장애인이 주거이동을 하려면 비장애인보다 시간과 비용이 휠씬 많이 소

요되는 현실임 

○ ③공공임대

- 시설에서 곧장 ③공공임대로 갈 수 없음. 시설거주인 대부분은 주민등록상 시설장 밑에 동거

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이 되지 않음. 또한 시설에 아

무리 20-30년을 살았어도 그 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최근 8월 초 행안부가 발표

한 ‘생활개선 제도개선’에 따르면 시설거주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음.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음. 

○ ④공공임대와 ⑥공공임대 

- 가장 좋은 경우임.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부족함.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08년 기준 전체 주택의 3.9%(549,082호)에 불과한데, 이는 영국 19%, 프랑스 17%, 네덜란드 35%, 일

본 7%에 비해 극히 낮은 수치임. 절대적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편의시설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

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음. 

-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은 기다려야함.   

○ 서울시 지원 사례 

- 2009 탈시설자립생활 투쟁의 성과로, 서울시에서는 시설장애인이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로 

편입되기 전까지 임시주거공간으로 ‘자립생활가정’을 지원하기로 함. 

- 운영시기 : 2010년 20개소 신설

- 주택모형 : 공공임대주택 활용

- 입소인원 : 1개소 당 2-5명

- 입소대상 : 탈시설장애인 우선, 그리고 재가장애인

- 입소기간 : 기본2년(1년씩 3회 연장, 최장5년)

- 운영 :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 시설에서 나와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편입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가)공간에 

○ 전무후무함. 어찌나 지원하는 것이 없는지 거의 시설에서 평생 살라는 것과 마찬가지임. 현

재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공간’ 대책이 없는 상황임. 

각 지자체별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을 통해 완전 독립 전 임시주거공간 형태인 체험홈 정도

의 주거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 있어 주거서비스는 장애인생활시설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 장애인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는 여전히 시설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은 314개, 21,709명이 시설에서 생활

하고 있음.286 미신고시설, 정신장애인시설, 정신병원 등도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는 장애인이 시설이라

는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음. 사실 극히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해주고 있는 시설은 적절한 주거공간이라

고는 할 수 없음. 

○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

지 않아, 현실적으로 자립이 요원한 실정임. 현재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주’여야만 하는

데 대부분의 시설거주인은 모두 시설장 이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 원천적으로 시설거주 시에는 공

공임대주택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008년 말 이후 시설거주 장애인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격을 부여하는 것과 시설거주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

정 논의가 있으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 ①체험홈 

-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살만한 공간 대안이라고는 현재까지 민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서 운영하는 ①체험홈이 전부임. 주택구입비, 주거유지비 등 체험홈 관련 모든 비용을 민간에서 지불하고 

운영하는 형태임. 

- 지자체별로 일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으로 체험홈을 지원하는 곳도 있음. 대구, 전

주 등.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발표에 의하면, 2009년 5개 시범운영, 10년부터 12년까

지 매년 10개씩 설치, 2012년까지 총 35개의 체험홈을 지원할 예정. 

○ ②민간임대와 ⑤민간임대

- 퇴소하고 싶은 사람 중 시설에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사람은 ②민간임대로 가는 경우도 있

으나 이도 기본 보증금 1,000만원에 40~50만원 정도가 임대료로 지출되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어

려움. 

- 체험홈에서 일정 기간(운영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6개월에서 2년 사이)이 지나 공공

임대주택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 ⑤민간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음. 

- 민간임대의 경우 임대거부 등 차별행위나 편의시설 부재로 인해 쉽게 집을 구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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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에서 살기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택을 꼽은 것처럼, 시설장애인에 대한 주거대

책마련이 시급함.

-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임시주거공간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는 시설이외에서 살 수 있도록 장애인생활시설과 마찬가지로 주거서비스를 지원

해야함. 

○ 주소지가 없으면 수급권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 장애인생활시설에 나와 마땅히 살 곳이 없는 경우, 현 정부 정책에 따르면 노숙인이 되거나 

다시 시설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음. 이런 상황은 결국 한번 시설에 들어가면 평생 시설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사태를 야기함.   

- 시설에서 퇴소할 때 반드시 살 곳이 정해지고 나온다는 보장이 없음. 주소지가 결정되기 전

까지, 기존에 받아왔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보장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 퇴소 후 주소지가 정해지기 전 기간 동안에도 수급비 지급 등 지원이 되어야함. 

- 주소지가 없어 수급비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은 교정시설과 경우와 같이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지만, 시설퇴소 후 주소이전을 할 수 있는 ‘중간단계 거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봄. 

- 즉, 시설에서 나와 안정적으로 살 곳이 정해지기 전까지 임시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거

점’을 마련하여 수급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반역이나 저지르는 것처럼 인식되는 한 결코 자유로운 탈시설은 불가능함. 시설운영자와 시설거주인 

간의 권력관계가 깨져야함. 탈시설 패러다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여야 함. 그래야 시설에서 나

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음.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함. 서울시가 제시한 자립생활가정이라는 모형은 ‘탈시설자립생활 쟁취 투

쟁단’이 요구한 ‘자립주택’ 형태임. 이런 모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하고 각 지자체별로 자리

를 잡아 시설에서 나와 머무를 수 있는 주거공간이 제공되어야만 실질적으로 탈시설이 가속화 될 수 있음. 

3. 문제점 및 대안 

○ 탈시설을 지원해 주는 공적 전달체계가 없다. 

- 미국 일리노이주의 경우 주정부에서 탈시설전환국을 두고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음. 탈시설전환국에서 시설장애인을 면담하고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지원은 민간 장애인단체 중

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자립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도 정부차원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정보가 차단된 상

태에서 대부분의 시설장애인은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임. 

- 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지원을 하는 공적 전달체계가 시급함.    

- 석암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과정에서 보듯이,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을 노숙으로 방치하는 정

부나 지자체의 태도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최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인의 시설수용은 최후의 선택이며 자립생활 보장을 우선한다고 되

어 있지만, 이들이 시설수용을 거부하고 나왔을 때 갈수 있는 곳은 길거리나 다시 시설밖에 없는 것이 현

실임. 서울시만 해도 3300명이, 전국적으로 24,000여명이 신고 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미신고시설, 

정신요양시설까지 합치면 10만명이 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갇혀 살고 있음. 탈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결국 평생 시설에서 살라는 것과 마찬가지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하고 살 수 있도록 기

존에 민간에서만 하고 있었던 탈시설 지원을 정부 및 지자체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책임있게 집행하

는 것이 필요함. 

○ 시설에서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 교정시설을 경우, 교정시설 퇴소 직후부터 수급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는 제

도가 있음. 이 때 갈 곳이 마땅치 않을 경우 교정시설에 주소지를 두고 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교정시설과 같이 퇴소 전에 임시주소지를 두고 수급비 신청이나 활

동보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시설에서 나오는 날부터 수급비, 장애수당, 활동보조 서비스 등이 개시될 수 있도록 시설 내

에서 서비스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시설장애인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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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제약(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권한 등)

을 고려할 때 혁명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더욱 없다. 인

권을 공론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인권조

례를 통하여 지역 사회에 ‘인권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

려는 것이다. 이제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지역 정치에, 지역 사회에, 지역 문화에 ‘인권’이라는 홑

씨가 날아오기 시작하여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리려는 한 

징조이다. 토양이 척박하면 메마를 것이고, 토양이 비옥

하면 씨가 제대로 자랄 것이다.

인권조례 제정을 너무 앞서 짐작하고 기대하기 보

다는 인권이란 홑씨가 잘 뿌리내리고 커갈 수 있는 토양

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권조례 제정은 앞서 언급한 다각적인 인권 보호와 증

진의 한 방편일 뿐이다.   인권조례 제정 이후가 더 중요

할 것이다. 대개의 조례처럼 제정이 곧 선포식이며 종무

식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 중심의 지역 사회 

건설의 교두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인권실행의 도구

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가일층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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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인권운동

‘시설밖으로 지역사회로 - 탈시설자립생활 운동 : 시설 

장애인 삶의 변혁 -’

발표 / 임소연(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지역은 인권 현장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을까? - 과천의 경험

서형원1 / 과천 시의회 의장, 무소속 

임소연의 발표문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을 

통해 수용되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가는 인권 현장의 모습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

으며, 하승우는 대중을 얕잡아보며 타인/중앙정부/국가

의 도움으로 살아갈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을 풀뿌리 삶

의 현장으로 돌리고 풀뿌리 운동 또한 가족 중심, 그들만

의 공동체를 넘어설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발표자

의 원고를 읽어보니, “지역은 인권의 풀뿌리 현장에 얼

마나 접근하고 있는 걸까?”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 과제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과천에서 지켜

보고 경험한 것을 나눌 수밖에 없겠습니다. 

1. 작은 도시란 없다. 

-  인구 7만의 도시가 온갖 삶의 모습, 모든 인권의 

문제들, 삶의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모두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은 지역의 문제로 내

려올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누구도 그 전모를 정리하지도 알지도 못하

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마을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랫

동안 함께 활동해온 풀뿌리운동의 동료가 따로 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

습니다. 

1　ecopol.tistory.com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인권운동

‘풀뿌리와 인권이 만났을 때’

발표 / 하승우(지행네트워크)

지역 공동체와 인권, 그리고 인권 조례

김중섭 / 경상대학교 사회회과, 진주인권회의

1. 인식의 전환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한다. 인권 실행

의 중요성도 공감한다. 그런데 그 실행의 중심에 생활공

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승우 님의 글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인권 실행의 기대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삶의 존엄을 누리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를 훼손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은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

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가정이고, 일터이고, 

지역 사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생활을 둘러

싸고 있는 공간인 지역에 주목하게 된다. 

세계 수준이나 국가 차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 노력

이나 실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제대

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과 지역사회의 밀접한 관련성

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역 사회가 공

동체로서 갖는 양면적인 모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

평등 구조와 배타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깊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김중섭 2006). 이러한 특성의 지역 사회를 공동체

로서 인식하여 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중

심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 인권 보호와 증진의 다각적 접근

  인권 보호와 증진은 하나의 방식일 수 없다. 하나

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다각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각적 접

근 방식에는 말 그대로 여러 방식이 제안되고 고려되어

야 한다(김중섭 2006). 그 가운데에는 ‘법제화’를 무시

할 수 없다. 인권 문화의 확산을 중시하게 된다. 인권교

육이 강조될 것이다. 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협력도 요구된다. 국제 사회의 인권 규범

을 실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 전체뿐만 아

니라 국제 사회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일상생활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실행된다면 인권 보호와 증진을 더

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인권

조례 제정을 주장하게 된다(김중섭 2007). 또 각급 기관

이나 단체에서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사회의 활동을 장려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들이 함께 참여하며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3. 인권 조례 제정과 그 이후

인권조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

다. 부분별 인권조례이건(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례, 2004, 2009 개정; 안산시 외국인주민인권조례, 

2008), 포괄적 인권조례이건(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

도시 육성조례, 2009; 경상남도 인권증진조례, 2010),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조례가 몇 곳에서 만들어졌

다. 또 성공하지는 못하였어도 진주시(김중섭 2009)와 

울산시 인권조례, 그리고 몇 곳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이 시도되었다. 이제 비로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

권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이다.

 

인권조례는 법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법제정을 통해서 

혁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권조례 제정은 지

역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조례가 갖

는 한계(법적 근거나 위상 등)나 제정이나 시행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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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의 경우 직업훈련과 취업까지 지원. 

-  공동체 활동 참여. 과천품앗이 등(지역화폐공동체). 

※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는 의회에서 거부됨. 실효성 

없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주민들까지 외국인으로 구분 

짓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4) 채식주의자, 동물보호에 관심 있는 주민들

-  길고양이, 유기견 등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나 드러나지 

않음. 

-  채식주의자(비건)는 지역주민으로서 전혀 목소리 

내지 못함. 

-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

는 일 찾아냄. 급식소의 채식메뉴 마련・표기, 식

당 안내 (관광)책자에 채식가능 식당 표기, 기후변

화 대응 사업과 채식 권장 연계 등. 

-  지역 활동 경험이 없고 아주 적은 수만 있는 당사

자들의 경우, 정책 대안을 찾아내도 실제 변화를 

만드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많음. 

5) 여성정책에서의 소외

-  영아는 엄마의 운명? : 적절한 공간의 제공, 지역

화폐운동・육아품앗이 등 공동체 참여. 보육정보

센터, 간호보육센터, 시간제 보육시설과 여성의 

교육 및 동아리 활동 연계 등.

-  자녀를 다 키운 중장년 여성 : 사회 참여, 봉사, 창

업 및 취업 등 새로운 삶을 위한 뒷받침 필요. 지

역공동체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층. 

-  비혼 여성 등도 여성정책의 대상/주체로 여겨지지 

않음. 

6) 학교가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

-  왕따 문제의 지역사회문제화 -> 지역 여성들의 청

소년 인권운동 시작 -> 폭력예방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활동(교실에 들어가기)

-  학교 참여와 그 어려움 : 학생은 물론 학교운영위

에 참여하는 학부모조차 학교 운영의 정당한 주체

로 인정하지 않으려 함. 학교 관계자의 학부모에 

대한 인권 침해도 빈발.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

한 교육청, 자치단체의 지지, 지원 필요. 

-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관심 -> 풀뿌리 활동

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지원 없이 방과 후 설립, 운

영 -> 지원 받는 지역아동센터로서 다양한 주민들

과 청소년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음

-  학교에 적응 못하는 청소년들 -> 교육정책, 자치

단체의 교육지원은 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학교는 이들을 책임지려 하지 않음 -> 청소년 자활, 

문화 공간 마련을 위한 노력 진행 중

-  청소년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닐하우스 마을 

아이들과의 만남, 이곳 주민들과의 협력 넓혀가고 

있음. (비닐하우스 마을에 보육형 어린이도서관 

설치 추진)

3. 지역정치의 역할

-  이미 펼쳐지고 있는 풀뿌리 활동들이 지역의 소수

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의 삶과 관계 맺게 되고 

같이 일하게 되면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비전

을 고민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실천은 

풀뿌리에 기초한 지역정치운동이 될 것. 

-  지역정치운동은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치는 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관심사와 문제들을 

연결하여 우리가 바라는 지역의 비전을 만들고 실

현하는 과정을 말함. 

-  낯설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연

대하듯, 선거와 의회 활동이라는 낯선 제도정치의 

활동도 다양한 사람들이 인권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도전하게 되는 활동임. 

-  소외된 처지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자

치하게 되는 과정에서 지역정치의 뒷받침은 필수

적임.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닐하우스 주민들

이 통・반조례의 개정을 통해 스스로 대표할 일꾼

을 선출하고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됨. 교육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안가 대안학교들도 

지역정치를 통해 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  이처럼 삶의 현장에 접근하는 것은 작은 도시, 풀

뿌리 현장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  장애인단체/시설/정책을 넘어서야 보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 들여다볼 수 없는 교실 안의 폭력과 

인권문제, 낯선 도시에서 남편 이외로부턴 고립되

어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이 해결할 문제로 숨겨

져 있는 영아 엄마들의 생활, 지역에서는 마치 존

재하지 않는 듯 취급되는 비혼 여성들, 지방자치

를 해도 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채식주

의자 등의 소수자들. 어쩌면 숨겨져 있는 삶이 더 

많은 듯합니다. 

-  지역 풀뿌리운동과 저와 같은 지역 활동가들이 이

처럼 다양한 삶의 구체성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

지, 이를 통해 숨겨진 삶들을 드러내고 스스로 목

소리 내도록 뒷받침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몇몇 큰 묶음으로 쉽게 분류되는 ‘지역’

과 ‘풀뿌리’의 관행적 전형을 벗어나 얼마나 다양

하고 역동적인 그물망으로 움직이게 되는지를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2. 사례들

1) 비닐하우스의 주거빈곤층

-  존재가 알려지지 않고 유권자로서의 힘도 없으며 

옆에 살아도 이웃이 아니고 스스로 마을로 형성되

지 못한 비닐하우스 촌락

-  자치운동의 시작, 주소 찾기 소송 승소, 시의원의 

역할, 마을 만들기 시작

-  마을 사람들의 삶 스스로 돌아보기, 문제 해결의 

시도, 자치의 기반 만들기

-  유권자 되기, 통・반 만들기, 어린이와 노인이 모

일 수 있는 마을 공간 만들기

-  풀뿌리운동 - 도시지역 - 비닐하우스 마을 다리 

놓기

2)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 관련 활동을 통

한 당사자주의 실현

-  법규에 따라 설치한 공공건축물 등의 장애인 편의

시설이 실제로는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 빈발. 장

애인, 보행약자 등 관련 정책에서 당사자주의 실

현 요청. 

-  지체장애인, 전문기관(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

터) 활동가, 시의원이 청소년수련관, 시민회관 대

・소극장 등 현장 점검하여 문제점 확인. 

-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제정 

ㅇ  당사자의 현장 점검을 통해 발견한 문제 정리, 목

포시(2004) 등 타지역 유사조례의 장단점 분석. 

ㅇ 조례의 특징

・ 문제 발굴, 조례 제정, 조례의 명칭 및 내용, 집행 

및 모니터링의 전 과정에 당사자주의 실현

・ 장애인을 수혜자로 파악하는 대신, 장애인과 비장

애인 모두에게 장애 없는 공간을 권리로 파악

・ 설계도면을 통한 점검, 사용승인 이전의 현장 점검, 

사후모니터링을 가능하도록 함

・ 편의시설의 설치지도, 관련 교육 및 홍보의 실시 

규정. 편의시설보고서 정기적 발간 통한 모니터링

과 지속적 개선 유도

・ 법적 의무를 넘어선 편의시설 개선, 기준 이상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등 유도

・ 조례를 근거로 당사자에 의한 보행환경 점검과 개

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

-  좋은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당사자의 참

여 여지와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역할을 만들

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함. 

3) 결혼이민자

-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

해 과천에서는 더욱 소수자

-  한국어 교육 지원은 있지만, 수가 적어 인증시험

반 등을 운영하지 못함. (이후 개선)

-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접근 

곤란

-  도서관의 다문화코너 설치를 통해 모국어 도서・

자료 접하고 모임 가질 공간 제공. 벤쿠버공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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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소개

Artist 진시우

옥인콜렉티브는 자발적 커뮤니티이며 또 다른 커뮤니티들과의 겹침에서 마주하게 되는 낯선 정황들에 대한 리서치와 연구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경험하기 위해 모인 작가 그룹이다.  이러한 활동은 팀원들의 개별 창작활동과 동시에 진행되어 사유의 층위를 확장시키는 순환구조로써 

개인의 삶과 예술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태도이기도 하다. 나는 그저 일원일 뿐이며, 가끔씩 효과적인 잔머리를 굴리며, 잡기(雜技)를 부린다. 3회의 

개인전 <Temporary Landing_임의적 착륙> <암호해독학-심화과정1;기괴한 탄생>, <Unidentified Fine-Art Object-미확인 순수예술 오브제>과 

단체전 <반시대적 고찰>, <오해라는 풍경> ‘<혁명은 비로 연기 되었다>등에 참여했다. 

Artist 이주영

이주영의 작업은 설치, 비디오, 사운드 다큐멘테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넘나들고 있다. 개인과 공공의 경계에 질문을 던지면서 공공영역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종종 그녀의 작업은 다른 작가와의 협업에 기초하고 있다. 최근 이주영은 갤러리와 공공영역에 개입하는 

개념에 대한 도전, 텍스트를 통한 번역, 스피치와 사운드에 관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녀의 작업은 서울시립미술관, 창동 창작스튜디오, 호주 

거투르드 컨템포러리 아트 스페이스등 다양한 전시장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Artist 이정민 

어려서부터 미술을 좋아했으며 재능도 보였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술과는 빨리 연이 닿질 않았다. 1995년에 혼자 떠난 네팔과 인도 배낭여행에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후회 없이 살자는 결심으로 다시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에서 동양화/한국화를 전공, 2004년에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예술의 신비화라는 이데올로기로부터 미끄러지며 화면의 매혹에만 매몰되지 않고 미술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하지 않는 그리기-혹은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에 대해 가끔은 심각하게 고민한다. <빈지-퍼지 신드롬>, <감각의 위치> 등 현재까지 3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고 틈틈이 콜렉티브 활동과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Artist 김화용

사회 정치적 시스템이 강요하는 고정관념, 이데올로기, 정체성, 편견 등에 질문을 던지고 경계, 타자,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했다. 미술에 있어서 

만남, 여행, 워크숍, 문화운동, 퍼포먼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만들어왔다. 최근에는 빈 공간, 버려진 것, 소소함, 하찮은 것,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에 대한 관찰을 즐거워하고 있다. 현재 안국동 가옥 레지던시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고기를 먹지 않는 구황작물 매니아이고 동방신기와 

샤이니를 좋아한다. 수년에 걸쳐 애정을 나누던 수 십개의 화분을 도난 당한 후 세 마리의 금붕어와 함께 살고 있다. <Asian Loser Diary>, <여성과 

이주-100년간의 낯선 여행>, <탈식민과 기억의 성별정치학>, <여성. 일. 미술 한국미술에 나타난 여성의 노동>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옥인 콜렉티브 활동(2009.7 - )

2009.7 옥인아파트 1차 방문(2009.7.24)이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진행중.  

2009.8 옥인동 지역과 옥인아파트 자료 수집 시작 : 지역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등의 도큐먼트 작업(2009.7.24 - 현재)

2008.8.11 옥인아파트 프로젝트 블로그(okinatp.blogspot.com) 개설 

 : '옥인 콜렉티브' 결성(2009.8) 

 : 옥인 아파트 보물찾기- 남겨진 물건 수집하기(2009.8-진행중) 

2009.8.22-23 '옥인동 바캉스'

 : 옥인아파트 2동 옥상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한 1박2일 퍼블릭 프로그램.

2009.9.13 폴 어쿠스틱 랩 투어- 옥인아파트 지역탐사와 함께 한 랩 콘서트.

2009.9 옥인 콜렉티브 워킹 프로그램 '워키토키' 실행.

2009.10 옥인 Fireworks

2009.11.13-29 ‘반시대적 고찰’(전시, 큐레이터:서준호), 갤러리 175

2009.12 옥인 콜렉티브 워키토키-인천

2010.2 워킹 매거진(Issue 07) 인터뷰

2010.2 인왕산 사생대회

2010.3.7 ‘옥인 오픈 사이트’(옥인아파트, 전시)

2010.4 옥인 오픈 사이트,  전시리뷰(김장언, 아트인컬쳐 4월호)

2010.4 옥인아파트 프로젝트 블로그를 ‘옥인 Okin’으로 전환.

2010.4.25 랜덤 액세스展, 틈새에 기거하기: ‘결합의 틈새’ 섹션 프로그램(큐레이터: Claudia Pestana), 

 : 옥인 선언문 ‘5분간의 혁명’(퍼포먼스,), 백남준 미술관

2010.6 디자인 정글 인터뷰 

2010.7-8 테이크아웃드로잉 카페레지던시 참여(진행중)

2010.8 ‘제주인권회의’ 워크샵 참여(예정)

2010.9 콘크리트 아일랜드+라디오 스테이션(테이크아웃드로잉, 진행중)

자세한 내용은 불로그 참조 okinokin.tumb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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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사회권

박주민 /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 표현의 자유와 사회권의 관계28�

● 사회권은 해당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배분순서, 방법 등에 관련 된 것으로, 상당히 

정치적 성격288을 가지고 있음. 

●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자원배분(혹은 기존 분배원칙의 수정)

에 대한 의사형성의 수단이 되고289, 의사형성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됨.290

●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부 또는 신자유주의 연합291이)사회권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선차적

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축소된 사회권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후차적으로 표현의 자유

를 제한하기도 함.

2. 서구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권의 동반쇠퇴

● 신자유주의가 서서히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1970년 대 이후 세계는 지속적으로 저성장하

여 왔음[1970년대 2.4%, 1980년대 1.4%, 1990년대 1.1%, 2000년대 1% 내외의 성장을 기록했음(1960년

대 3.5%)].

● 따라서 신자유주의식 성공과 부는 생산성 증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불균등한 배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이를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이라 부름(David Harvey). 다시 말

해,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대신 시장개방의 요구, 금융거래의 강제, 기술과 시장독점 등을 

287　자유권과 사회권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입장은 아래와 같다.

  I) 대립관계: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평등에 중점을 둔 사회권에 따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면 결과적으로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함.

  II) 조화관계: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생존에 대한 위협과 공포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권은 자유권을 뒷받침하고 실효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됨.

  그러나 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들의 가장 합리적인 정치적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기본 권리이자 토대를 이루는 민주주의의 뿌리이기에 다른 자유권과는 달리 사회권과 상호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288　한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각 세력 간의 다툼과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그 어느 기본권보다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임.

289　간단히 이야기해서 노동자들의 파업 등도 의사표현의 방법인 집회나 시위로 이루어진다. 

290　또한 표현의 자유 역시 기존과 같이 국가의 불간섭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화적 기반을 확충되어야 하고,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기에,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전제로 하는 사회권과 동일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실패하게 된 계층은 

정치적인 발언권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91　신자유주의자는 신자유주의가 마치 자연법칙과도 같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확립된 것처럼 이야기하나, 신자유주의는 일정한 세력이 

신자유주의화라는 과정을 거쳐 확립한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 신자유주의와 그 영향력, 해결책을 보다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연합은 신자유주의를 통해 재계급화하려는 기업-언론-정치권력의 연합을 의미한다. 

특별기획,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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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있지만-아래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고 있음.298

① 신자유주의가 세계화되면서, 국가는 경제영역에서 후퇴하고, 사회복지영역에서 약화되고 

있음.299

② 이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safety net)이 축소 및 붕괴하게 됨.

③ 신자유주의 정부 또는 신자유주의 연합은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이 축소되는 과정에 대한 

저항에 대해 사회혼란방지 등을 이유로 경찰을 앞세운 강력한 탄압을 시도하거나 제도를 만들려 하였음.

④ 이후 축소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배제된 계층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정부는 

사회통합적 정책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경찰력강화300를 통한 통제정책을 사용함.

⑤ 더 나아가서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하층민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를 

감시하는 경향이301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부 또는 신자유주의 연합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요구를 

억압하여 왔고,  소외된 하층민이 일으키거나 또는 일으킬 수 있는 갈등을 형사사법적으로 해결하여 왔음.

● 위와 같은 역사적 경향을 ‘경찰국가화’라고 지칭하기도 함.302 그리고 경찰국가화의 결과는 

값비싼 민주주의임.303

298　영국의 경우

① 1979년 총선에서 야당인 보수당은 노동당의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선거캠페인의 주요 화두로 삼으면서 선거에서 

승리. 이때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형사사법정책들이 실현됨.

② 1983년 총선에서도 보수당정부는 범죄와의 싸움(fight against crime)을 내세웠고,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이용하여 조직과 권한을 강화하여 

나갔음.

③ 1984-1985년 광산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와 언론은 무질서에 따른 사회도덕의 붕괴에 대한 공포(moral panic)을 유포하였고, 

법질서회복을 내세워 파업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경찰의 강경대응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확보

④ 1984년 연이은 허위조작수사사건들로 인해 경찰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의 필요성 등을 내세워 경찰의 

압수수색, 불심검문, 체포구금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직무및형사증거에관한법률(Police Power and Criminal Evidence Act)을 입법함. 

299　신자유주의 자체가 ‘더 적은 국가, 더 많은 자기 책임’(Weniger staat, mehr Selbstverantwortung), '국가는 더 적게, 민간은 더 

많게’(Weniger staat und mehr Privat)을 모토로 하고 있다.

300　이 과정에서 하층민을 복지기생충, 더 나아가서는 잠재적 사회혼란세력으로 치부하며, 사회구성원의 공포심을 동원한다.

301　네덜란드의 경우, 신자유주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1990년대 초반의 윔 옥(Wim Wok)정부 이후 국가 보조금을 받는 사람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사회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 리스크가 있는 외국인 및 젊은이를 영구 감시체제 하에 있게 하는 다양한 장치를 개발했다. 

   특히, 네덜란드의 수도인 로테르담은 비행 청소년을 둔 가정 및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감시담당국을 

신설해 가장 어린 나이부터 18세 미만의 인구에 관한 각종 정보를 차례대로 분류, 조사하였다. 또한 시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단체는 이들의 육체적, 

감성적, 인지적 능력 및 위험 행동 경향 등의 상태를 더욱 더 잘 진단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302　이계수,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경찰국가화는 1)(재)경찰화, 2)권한남용의 합법화, 3)일상적인 감시를 특징으로 

한다. 1)(재)경찰화는 경찰의 강화를 뜻하는데, 경찰의 강화라고 해서 경찰조직이 정치경찰, 언론, 결사, 외국인 경찰로 확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존재 혹은 확대는 없더라도 정치영역이나 노동영역, 외국인 관련 영역들이 경찰법적 관점에 의해서 처리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노동행정 등이 경찰법적 관점에서 처리된다는 것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대립과 투쟁이 모두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관점에서 재단된다는 것이다. 2)경찰국가에서의 강제력 행사는 이전과 달리 합법이라는 외형을 띄고 진행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법치국가와 

대립되는 의미의 절대주의적 국가를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국가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물론 이러한 법류의 

확대가 국가에 대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사회국가적 요청을 방기하는 결과로 

나아간다. 3)또한 신자유주의 정부 또는 신자유주의 연합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반대자 및 잠재적 반대자들에 대해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감시를 행한다. 이를 위해 정보가공이 모든 행정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정보가공의 권한을 중심으로 기존 행정조직을 재구획하게 된다. 

303　이계수, 앞의 글: 신자유주의는 자기 책임의 원리를 강조한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에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집회에서 조그마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다. 이로써 

민주주의는 하층민, 소외계층에게는 터무니 없이 비싸진다.  

통해 부를 불균등하게 재분배함으로써 상위계급의 권력을 회복하거나 새롭게 형성시킨다는 것임.292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자체가 불균등한 배분, 지역적 불균등 발전 등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기에 사회권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음.293

● 신자유주의는 사회권과 충돌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전적 의미의 자유와도 충돌하게 됨. 왜

냐하면, 폴라니(Polany)의 견해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소득, 여가, 그리고 안전이 더 향상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겐 충만한 자유를 준데 반해, 재산가들의 권력으로부터 보호처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소

량의 자유만 남긴 것’이고(하비, 2007: 57-58, 222), ‘좋은 자유’294는 사라지고 ‘나쁜 자유’295가 신자유주

의화가 열어 놓은 빈자리를 채우게 되기 때문임.296

● 또한 신자유주의에 의해 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되면 극심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력의 

경주 및 경쟁에서의 패배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고, 정치적 발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됨.29�

● 위와 같기에 서구 전체를 보았을 때 신자유주의의 강화와 더불어-나라에 따라 어느 정도의 

292　 ‘탈취에 의한 축적’은 민영화와 상품화, 금융화, 위기관리의 조작, 그리고 국가재정의 재분배와 같은 기제를 통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소비, 일상생활, 환경 등의 영역에 상품화가 촉진되면서, 사회복지의 철회, 개인적 책임으로의 전가, 노동시장의 시공간적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기후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자연자원의 착취, 채무국들의 자원 남벌 등의 환경퇴락이 가속화 된다.

293　David Harvey는 탈취적 축적이라는 용어를 통해,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이익을 얻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였는데, 이에서 더 나아가 탈취에 

의한 축적을 통해 계급권력을 재창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계급권력이 재창출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사회권을 후퇴시키는 것이 된다.  

294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단결의 자유, 직업을 선택할 자유 등이 좋은 자유로 꼽힌다. 

295　동료를 착취한 자유, 공동체 상응하는 봉사를 하지도 않은 채 턱없이 과다한 이익을 취한 자유, 기술 발명이 공공의 혜택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막을 자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은밀한 공작으로 공공에게 재난이 될 일을 일으키고 그 재난에서 이윤을 취할 자유

296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자유는 고전적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계급권력의 회복을 위한 매체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변형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이상주의로 유지되는 것은 자유가 힘, 폭력, 권위주의에 의존하여 지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폴라니는 자유주의적 또는 

신자유주의적 유토피아주의는 권위주의, 또는 심지어 명백한 파시즘으로 왜곡되거나 좌절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297　이러한 모습을 현재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20대이다. 20대는 경제적 대안을 마련함에 대한 곤란함 등을 이유로 

정치에는 상당히 무관심하다. 끊임없는 스펙 쌓기만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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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기업과 시장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약속했음.306 이로 인해 

환경이나 인권 등 다른 가치는 기업과 시장에 압도될 것임.30� 또한 경쟁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가 반복되

고 있음.

④ 신자유주의가 이미 10년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된 양극화 등으로 사회적 

저항이 극심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요

소308를 과감하게 배제하고 있음.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언론장악’, 

‘집회나 시위 등 거리에서의 정치 봉쇄’, ‘인터넷에 대한 상시적 감시 및 처벌’을 추구하여 오고 있음(이

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표현행위를 억압한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

사안 주장된 권리 대당된 논리

촛불집회 건강권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사회안정

  주변 상인의 이익

PD수첩 상동 상동 

용산참사 주거권 개발

  도시환경정비

  사회안정

4대강과 관련된 각종 집회309 환경권 개발

  고용증진

무상급식과 관련된 집회 평등권 / 교육권 자유권(선택의 자유)

306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친시장적 국가(the market-friendly state)’, ‘신자유주의 국가(the neo-liberalist state)’, ‘기업(가주의) 국가(the 

entreprenurial state)’ 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 친시장적 국가는 시장주의 원칙에 따르는 규제완화 혹은 탈규제 등을 사회조절(social regulation)의 

중심방식으로 삼는 국가를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케인지안 개입주의 역할을 포기하는 듯하면서 ‘있는 자의 자유’(폴라니의 표현으로 ‘나쁜 

자유’)를 강제하기 위해 ‘국민주의(nationalism)’ 등 새로운 폭력적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탈취적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을 

추구하는 국가를 뜻한다(조명래, 2008a). 기업(가주의) 국가는 국가역할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편된 국가를 의미한다(정석구, 2008).

307　정석구: “이명박정부는 ‘기업정부’라 이름 붙일 만하다....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청와대는 삼성의 전략기획실 같은 핵심 

조직으로 바뀌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에 따라 기업들의 사업본부처럼 만들어지고 있다.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기업 지원과 관계없는 여성부, 

농촌진흥청 같은 정부 조직과 불필요한 공무원 중 상당수는 기업구조조정 방식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모든 정책도 무력화되거나 

없어진다... ‘기업정부’는 약자인 개인의 이익보다 강자인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이 곧 국민의 이익임을 강조한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수시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기업정부’ 아래서 활발한 대중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도 효율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가치일 뿐이다. 인권이나 환경・문화 같은 가치도 기업이익에 반하여 언제든 묵살될 수 

있다. 대운하가 환경을 파괴해 대재앙을 가져온다 해도 건설회사에 이익만 된다면 서슴없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게 ‘기업정부’다. 대운하를 100%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간기업의 이익을 100% 보장해 주겠다는 말과 같다. 기업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윤에 따라 작동한다. 기업정부도 

마찬가지다....기업정부 아래서는 인간적 삶보다 기업이익이 우선시되고,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며, 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부 

수립 60년 만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

308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존중 등.

309　4대강이나 무상급식과 관련된 집회 등은 선거기간에 공선법 제103조에 의하여 거의 금지되다시피 하였다. 

3.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표현의 자유 및 사회권

● 우리나라 사회권 현황

①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이후 지속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매일신문 2010년 8월 3

일자).304

② 이런 상황에서 빈곤층(경상소득 중간 값의 50%이하인 계층)은 비빈곤층에 견주어 사회보

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이 2배가량 높아 사회권의 위기현상이 심화되고 있음(한겨레 2010년 7

월 26일자).

③ 이에 반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한

겨레 2010년 7월 26일자).

●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추진과 표현의 자유의 위축

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점은 이견이 없음.

② 다만,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권과는 달리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305

304　매일신문 2010년 8월 3일자: 한국의 소득 양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OECD가 26개 

회원국 국민의 소득 수준을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소득배율은 1998년 3.83배에서 2008년 4.78배로 

높아졌다. 즉 1998년에 최하위 계층보다 3.83배 많았던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10년 만에 4.78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배율 확대 폭(3.05→3.27)의 4배를 넘는 것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4.89배) 다음으로 

소득 격차가 심한 나라가 됐다. 이 같은 통계 수치는 당장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치유 불가능한 균열로 치닫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국내 빈곤층 가구는 이미 3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에서 빈곤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6.7%에서 2008년 18.1%로 

늘어났다.

305　김호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현은 단순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넘어선다. 1998년 IMF위기를 통해 밀려온 ‘신자유주의’가 두 ‘불완전한 

진보정권’ 하에서 ‘지연되고 변형된 형태(좌파 신자유주의)’에서 ‘전면화 된 형태(우파 신자유주의)’로 전환되어 한국사회에 착종되는 새로운 체제의 

등장이 곧 이명박 정부 출현의 의미란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87년 체제’, 즉 ‘민주화 체제’가 종식되고 ‘신자유주의화가 전면화 

되는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데, 혹자는 이를 ‘08년 체제’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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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 역시 공격의 대상이 됨. 

  위와 같은 공격에 따라 사회권의 축소에 선행 혹은 병행하여 자유권의 축소가 나타나고, 자

유권의 축소가 완성되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의 상실로 인하여 사회권의 축소는 더욱 가속화되어 이루어

지게 됨.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표현의 자유 역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권리로서 사회

적 안전망이 해체되면 1)경제적으로 실패한 계층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와 장마저도 축소되게 되고, 2)

경쟁과 경쟁에서의 패배에 대한 공포가 강화되기에 사회권의 축소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 또는 억압하는 

효과를 가짐. 

  이렇게 되면 결국 사회는 재계급화, 비민주화될 것이고, 나쁜 자유만이 넘쳐나게 될 것임.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복리향상이 아닌) 단지 탈취적 축적, 그리고 그를 통

한 재계급화만을 본질로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논리와 세력을 만들어야 할 것임.

  그러한 논리의 중심은 인권이 될 것이며, 그 내용은 사회권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포함

한 (좋은)자유권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사회권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좋은)

자유를 같이 위축시키기 때문임.

  대항세력은 인권운동가-진보적 학자-법률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대항세력은 신자유주

의와 관련된 입법을 저지하고, 연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자유와 사회권을 이야기해야 할 것임.   

별   첨

● 이명박 정부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

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

이명박 정부의 초기 법정책의 핵심은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이었다. 이후 촛불집회를 거

치면서 보다 강화되는 추세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에 들어서서 상반기에만 작년 한 해 동

안 이루어졌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를 넘어서는 숫자의 금지통고가 이루어졌다. 

2008년 집회 금지통고 현황(기간 2008.1- 2008.12)(자료출처 : 경찰청)

금지사유 해당 조항 건수  비율

장소경합  8조 2항 140 46.8%

교통소통제한 12조 1항 69 23.1%

공공질서위협 5조 1항 2호 31 10.3%

보완불이행 7조 1항 16 5.4%

생활평온침해 8조 3항 1호 16 5.4%

잔여집회금지 8조 1항 8 2.7%

위와 같은 사안들에서 주장되었던 사회권적 요구는 “현실”310이라는 논리 앞에   완전히 무시

당하였으며, “사회안정”을 위하여 억압당하였음.

⑥ 그리고 이전과 달리 신자유주의(또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자원의 재분배)에 의해 초래되는 

사회적 불안정과 민중의 저항이 사회질서의 붕괴로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관리의 주된 수단으로 “법”

과 “질서”를 내세우고 있음.

⑦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출범 초기 가장 빈번하고도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대국민 요구사항이 

바로 “법질서의 확립”이었음. 이명박 대통령은 “떼법”이 없으면 GDP가 1%는 상승할 것311이라고 말하며, 

법무부는 이를 이어받아 공식문건에서까지 ‘떼법 문화’라는 ‘속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법치확립-불법집

단행동근절-각종 집회의 상습시위꾼 등의 언어폭력을 자행하면서 형사재판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추궁하는 한편,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과감한 면책보장”의 방법으로 적극적 

공권력 행사를 독려하겠다고 나섰었음.312

⑧ 이러한 떼법의 논리는 주권자인 국민이 행하는 민주주의적-정치적 권리행사라 해도 사소

한 법규위반만으로, 경찰력에 의해 제압될 수 있고, 그러한 경찰력 동원은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

다는 의미가 있음. 그것은 또한 그러한 떼법이 등장하지 않도록 국가권력은 항상적으로 시민사회를 감시

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국민에 대한 경고도 담고 있음. 이러한 법질서 회복정책을 통해 회복되는 것은 법

의 지배가 아니라 정권과 자본연합의 정치적 장악력일 것임.313 

⑨ 그리고 위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불심검문 등 경찰의 권한만을 강화

하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집회나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집회참가자에게 가중된 벌금을 물리고,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집시법 개정,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

공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음. 

⑩ 위와 같은 시도들과 동시에 사회권과 그 기반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는데,314 이는 자

유권의 축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4. 결 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의 강화에 따라 사회권이 축소되면서 혹은 사회권을 축소

310　70년대 이후 계속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외형적 성장”이라는 현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외형적 성장을 대신할 사회적 목표(삶의 질)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11　이는 차문중, “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원 포럼자료, 2007.1.7.에 기반을 둔 발언이다. 하지만 이 문건은 분석틀의 

타당성은 물론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 이 문건은 PRS Group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각국별 법・질서의 

평점과 경제성장률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이나, 다음의 점에서 하자가 있다. ①법・질서 항목은 총 6점으로 되어 있는바, 사법 등의 법체계가 3점, 

법위반을 비롯한 질서부분의 평점이 3점으로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은 마치 불법시위만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작성되었고, ②PRS Group이 제시한 부패수준이나 여타 20여 가지의 다른 지표들 간에 상호작용이나 영향관계가 있음을 간과하였고, ③법・질서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법・질서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거꾸로 경제성장이 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도 별도의 검증대상이어야 하나, 이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312　법무부, 2008. 03.19자 「진짜최종업무보고 보도자료」, http://www.moj.go.kr/ 참조. 

313　이계수, 앞의 글

314　이명박 정부는 전체 상속건 중 0.7%밖에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2%만이 부담하는 종부세를,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전체 세액의 80%를 대기업이 담당하는 법인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로는 정부가 입으로 주장하고 있는 ‘복지의 확대’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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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6월항쟁 계승대회 6/10 서울광장 장소경합

4. 용산범대위 용산참사해결 5/25일~6/21 남일당건물(참사현장)앞 공공질서위협

5. 한국진보연대 이명박정권 규탄 5/25일~6/21 보신각, 교보소공원,  장소경합 / 주요도로

   동화면세점, 동아일보사, 

   삼성터워, 청계광장, 

   광화문한국통신 앞 인도

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17차 반미연대집회 6/16 광화문KT앞 인도 장소경합

7.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범민련탄압,국정원규탄 5/16~30 국정원앞 공공질서위협

8. 진보신당 6.10대회/대운하 5/25일~621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장소경합 이유로 접수불응

9. 다함께 반전평화 5/25일~6/21 명동입구, 명동성당 장소경합 이유로 접수불응

10. 민주노총 비정규직철폐,MB악법저지 5/25~31 08:00~19:00 여의도 국민은행 앞 허가

  5/25~31 19:00~22:00 여의도 국민은행 앞 금지시간

11. 전국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5/21 경희궁 공원 앞 인도 주요도로

12.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5/13~14 세종문화회관 주요도로 / 장소경합

 구조조정 반대 5/19 광화문 동화면세점, 우체국,

  5/20  열린시민공원, 영풍빌딩,

  5/22 인사동 동덕빌딩, 서울역

   행진신고(종묘-명동, 사직공원-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명동성당, 대학로-명동성당)

13. 범민련 범민련탄압 중단   이적단체라는 이유로 접수불응

14.천주교인권위 집회시위보장,   <3보1배> 주요도로 / 장소경합

 공안탄압분쇄, 민주주의수호 5/28~5/31 청계광장~서울역

  6/1~6/3 서울역~명동

  6/4~6/6 대학로~광화문교보문고

  6/7~6/9 서울역~용산참사현장

  6/10~6/13 한강시민공원~청운동사무소

  6/14~6/16 여의도~용산참사현장

   <자전거행진>

  6/17 청계광장~서울역

  6/18 서울역~명동

  6/19 대학로~광화문교보문고

  6/20~6/22 서울역~용산참사현장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공격적 대응은 지난 4월 1일 경찰청이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대응기조를 전환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일선 경찰

금지장소 11조 7 2.3%

군사시설주변 8조 3항 3호 6 2.0%

학교시설주변 8조 3항 2호 4 1.3%

금지시간 10조 2 0.7%

계  299 100%

2009년 6월까지 집회 금지통보 현황(기간 2009.1-2009.6)(자료출처 : 경찰청)

금지사유 해당 조항 건수  비율

공공질서위협 5조 1항 2호 137 39.5%

장소경합  8조 2항 104 30.0%

교통소통제한 12조 1항 43 12.4%

보완불이행 7조 1항 18 5.2%

생활평온침해 8조 3항 1호 17 4.9%

금지장소 11조 11 3.2%

학교시설주변 8조 3항 2호 6 1.7%

잔여집회금지 8조 1항 5 1.4%

금지시간 10 조 5 1.4%

군사시설주변 8조 3항 3호 1 0.3%

계  347 100%

또한 5월 대전에서 있었던 운수노조의 대규모 집회, 시위 이후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는 도심에

서의 대규모집회를 일체 불허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언을 하여 보수적 일간지인 중앙일보까지도 지나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발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실제로 거의 모든 집회신고(100건 중 단 1건만 제외)에 대하여 금지통고가 이루어져 현실이 되었다.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순도 1%짜리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315

2009년 5월 ‘서울 시내 100군데 집회신고 내기 운동’의 결과316

단체 의제 개최일시 장소 불허사유

1. 한국청년단체연합(준) 청년실업 해소 6/18~22 (일출~22시) 서울역, 명동입구 금지시간

2. 민주노동당 6월항쟁 22주년 기념 6/10 동화면세점, 청계광장 장소경합 / 주요도로

315　2009. 6. 5. 오마이뉴스 기사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집회 신청자에게 집회 금지통고는 

총 149회 내려졌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과 4개월 만에 집회불허 통고는 무려 164회에 이른다. 또한 이런 '집회불허 과잉 현상'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진보연대 등 14개 정당・사회단체가 진행한 '서울시내 주요 장소 100군데 집회신고 내기 운동'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이들 

정당과 단체는 지난 5월초부터 서울역, 명동 입구, 청계광장, 대학로 등 서울 시내 주요 장소 100곳에 집회 신고를 내봤다. 그 결과 집회가 허가된 건 

단 1차례, 민주노총이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낮 시간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하겠다는 집회뿐이었다. 100번 신고해 단 한 번 허락됐으니, 

현재 서울에서 집회 성공 가능성은 단 1%인 셈이다.“

316　참고로 위 단체들 중에 천주교인권위와 같은 단체는 단체설립 이후 처음으로 신고한 집회가 금지 통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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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리에서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한 탄압

1) 기자회견 참가자도 현행범 체포31�

경찰은 기자회견이나 문화제에서 피켓을 들거나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이유를 들어 해당 기

자회견 등을 집회로 규정하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강제해산시키거

나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있다.318

2) 1인 시위도 금지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시법 제2조 제2호의 ‘시위’ 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집시법의 시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

60701 판결：확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1인 시위조차 강력하게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최

근 경찰은 여러 명이 번갈아 하는 릴레이 1인 시위나 근접한 거리에서의 동일내용 1인 시위를 변형된 미

신고 집회로 보아 처벌하기 시작했다.319

317　출처: 오마이뉴스-기자회견은 집회일까 아닐까?

318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자회견이나 문화제 등 다양한 방식의 의사 표현 행위가 집시법의 규율을 받는 집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경찰이 판단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이다. 이렇기에 아래와 같이 동일한 기자회견에도 서로 

상반된 대응이 벌어지게 된다. 

“라이트 코리아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5월 21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연달아 열리고 있는 

판사회의의 중단과 일선 판사들의 행동에 지지의사를 밝힌 박시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플래카드와 요구사항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고 구호도 외쳤으나,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법원 관계자들만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장면 1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100여 명은 4월 10일 오전 청와대 근처 서울 종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반값 등록금 시행'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뜻을 담은 퍼포먼스로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처음부터 이들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은 2개 

중대 200여 명이나 됐다. 경찰은 삭발식 도중 "차도에 내려와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어 곧바로 강제 해산에 나서 

참가자 4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연행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을 했기에 이는 미신고 집회에 해당되고, 참가 인원이 신고된 숫자보다 많았다"고 연행 이유를 밝혔다.”

○장면 2

  2009년 5월 15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기자회견을 집회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경찰 관계자는 "상황을 종합해 봐야겠지만 

현장지휘관이 그때그때 판단해야 한다"면서 "딱 잘라서 말하기가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다..집시법은 처벌하고자 하는 미신고집회가 어떤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인지에 관해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서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장면 1과 장면 2에서 

볼 수 있듯이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규율대상이 되는 집회인지 여부에 관해 경찰에게 전적으로 판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기자회견을 어떤 경우에는 집회로 보아 미신고집회죄로 연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쳐도 기자회견으로 보아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 것일 수 없다. 

319　이렇게 혼자서 피케팅을 하는 1인 시위가 폭력 사용 등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서에 하달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불법폭력이 우려될 경우, 집회 신고단계 및 초반부터 강도 높게 대응

-  사전경고・설득 등 적극적 행정지도를 통한 준법집회를 유도하고 불응시 집시법 요건에 부합할 경우, 금

지 또는 제한통고 조치

- 금지통고된 집회 강행시, 사전에 충분한 경력을 집회 예상 장소에 선점, 집결 무산조치

- 집회장소 진입로 등 강도 높은 검문검색 및 주변 사전수색, 불법시위용품 반입 차단 및 불법심리 약화

○ 차벽에 의존하던 기존 대응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현장 검거 위주로 대응

-  경력 폭행 또는 차벽 손괴 등 불법폭력행위자는 물론, 분사기(캡사이신) 등 장비를 적극 활용, 현장검거 

위주로 대응

-  현장에서 불법행위자 검거가 어려울 경우, 해산 과정에서 추적조를 운영하여 주동자 및 극렬행위자 등 

우선 검거

-  무단 도로점거는 절대 불허 방침 견지, 도로점거 기도 시부터 경력으로 신속히 조치하여 교통소통을 확

보하고, 해산절차 진행 및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등 확행

○  기자회견, 촛불문화제 등을 빙자한 변형된 불법집회시위의 경우, 개별 법률과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 현

장에서 적극 조치

- 행사 목적, 내용, 참가자, 진행상황(시위용품, 구호제창) 등 제반사례를 종합 판단

○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법적책임 추궁 확행

- 경미한 사안도 입건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조치, 훈방을 하더라도 충분한 조사 실시

- 채증자료 및 시위사범 관련 데이터 축적, 상습시위꾼 관리 강화

- 수사전담팀 운용, 현장 미검자에 대한 끈질긴 수사로 추적 검거

○ 민사상 책임추궁 등 실효성 있는 재정적 제재조치 병행

- 경찰 인, 물적 피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관계기관에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위 지침을 보면 그 동안 계속해서 문제되어 왔던 기자회견이나 문화제시 강제연행[기자회견 

등에 대한 집시법 엄격 적용의 원칙], 시위참가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축적[(공안사범리스트, 영상판독시

스템, CIMS 등), 채증자료 및 시위사범 관련 데이터 축적, 상습시위꾼 관리강화], 집회참가자에 대한 경범

죄의율,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차단(관계기관에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 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지시된 행동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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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2009. �. 29. 경향신문

 

4) 광장봉쇄

그림 2- 경찰이 서울 광장을 경찰 병력 수송 버스로 둘러 봉쇄한 모습.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이 끝난 다음날인 5월 

30일 오전 경찰이 서울광장에서 밤샘 촛불추모 행사를 한 시민들을 강제로 몰아낸 뒤 광장을 봉쇄했다.

  경찰은 2009년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조문장소를 경찰버스로 에워싸거나 시민들의 통

행을 방해하였고, 2009년 5월 30일에는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을 봉쇄하였으며, 그 이후 지

금까지 수시로 경직법 제5조 및 제6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통

행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광장이라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림  용산참사 관련 1인 시위가 경찰에 의해 봉쇄되고 있다. 

3) 공안형 경범죄등의 급증-과잉범죄화

  또한 단순한 유인물 배포 행위를 불법 유인물 배포 혐의로 체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7월 15일과 16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서 만든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학생들과 

시민들을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다. 경찰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서 발행한 홍보물을 불법 유인물이

라고 규정하고,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며 홍보물을 압수하고 배포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킨 뒤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임의 동행을 거부한 62세 부녀자의 팔을 움켜잡고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했으며 미란다 원칙

을 고지하지도 않고 적용법규도 갑자기 바뀌어 ‘경범죄처벌법’으로 급조해 즉결 심판 처리 했으나, 법원

은 이에 대해 ‘면제’판결을 내렸다. 아래는 최근 문제가 되었던 경범죄처벌의 사례들이다. 

이상한 경범죄 위반 연행 사례들

  ○ 유인물 나눠줘도 경범죄

  -  김00 H대 학생은 서울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안내 유인물을 나

눠주다 경찰에 의해 “경범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

  - 민주노총 소속 조00씨, 종각역 인근에서 민주노동당 발행 유인물 나눠주다 경찰에 연행

  ○ 퍼포먼스도 경범죄

  -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불법체포 당하

는 이주노동자를 표현하기 위해 상의를 벗고 퍼포먼스를 벌임, 경찰은 “윗옷을 입지 않았다. 경범죄로 

처벌하겠다.”며 제지. 결국 퍼포먼스 포기

  ○ 플래카드-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  독립문 고가도로에 플래카드를 걸었던 쌍용차 노조원 윤 모씨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됨

  위와 같은 사례의 급증으로 인해 2009년 상반기 즉결심판 접수 건수가 작년 대비 40.2% 증가하였다(대

법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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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회에서의 서울광장 사용을 금지했다.321

2) 광화문광장에 대하여 

  광화문광장의 개장을 앞두고 서울시 관계자들은 광화문광장은 집회제로지대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한 바 있다. 이런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치적 집회에 대해서는 광장사용을 

불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가능하게 된 것은 광장사용을 시장의 허가에 의하도록 한 ‘서울

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광화문광장조례”)에 그 원인이 있다.322

●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정방송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파업을 주

321　서울광장조례에서 규정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집회시 

서울광장의 사용 여부를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집회를 서울시가 입맛에 따라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광장이 선택적으로 관리, 운영되었던 사실이 비일비재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우려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실제로 2009년 6월 10일 항쟁 기념문화제를 불허가 한 사실이 있으며,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5년 4월 12일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가 

제16회 민주열사 합동추모문화제를 위하여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했지만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한 사실도 

있다. 이 때 서울시청의 회신내용을 보면, “시민의 자유로운 휴식공간과 여가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 조성된 광장조성 목적상”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는 

곤란하다는 내용과 더불어 서울광장조례가 정하고 있는 문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위 조례가 정하고 있는 문화활동이라 함은 

불특정 일반시민의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서울광장 조성목적이나, 

광장환경 관리 측면에서 서울광장 행사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광장사용을 불허하였습니다’.  

   이 반면에 서울시는 ‘수도분할저지 범시민궐기대회’나 ‘북파공작원들의 위령제’ 등에 대해서는 광장의 사용을 허가하면서 결국 스스로 ‘문화활동’의 

의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서울광장 사용을 거부당한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의 진정에 대해 “서울광장은 

누구에게나 개방해야 하고, 이용 목적을 특정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서울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1)광장이 집회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전체 시민들의 광장사용권과 충돌한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광장’은 놀이와 휴식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공적 장소’(public forum)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집회의 장소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광장은 다양한 성격의 집회 장소로 이용되어 왔으며, 보수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이곳을 집회장소로 사용해왔다. 보수진영도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행정수도 이전 등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다름아닌 

서울광장에서 열었다. 이런 의미에서 민심의 분출 공간인 서울광장은 상시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서울광장은 서울시나 서울시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서울시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의회의원을 선거로 뽑는 서울시민의 것이다. 위에서 말한 집회자유의 기본권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다른 시민들의 광장사용권 때문에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가 서울시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정치적 집회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조례는 납세자인 서울 시민의 ‘집회장소 선택권’이라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며 따라서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2) 도심 광장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되면 교통소통방해, 재산상 손해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서울시 주장에 대하여 

   집시법 제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이를 금지할 수 있으며 집회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에 포함시켜 놓았다면, 이들 도로에서의 집회는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관할경찰서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높다. 특히 서울광장의 집회장소로의 사용과 관련해 서울시가 “도심 광장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되면 교통소통방해, 재산상의 손해 등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며 난색을 표하는 것은, 아직 열리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 미리 이를 폭력집회화 

할 것이라 섣불리 예단하고 불법시 하는 ‘불법 낙인찍기’에 다름 아니며, 이것이야말로 서울시민의 집회의 자유 행사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헌적인 법적용이 아닐 수 없다. 

322　광화문광장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광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1조에서 

광화문광장의 조성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라고 정하고 있어 그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의 입장과 동일한 행사만 사용이 허락되어 집회 및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광장의 본질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광화문광장조례 제8조는 광장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1)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나 2)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추상적이고 보호한 요건 하에 언제든지 허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하여 

보다 더 큰 침해성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다.320

③ 광장사용에 대한 제한

  집회나 시위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서울 시내에

서 이런 공간은 몇몇의 광장에 국한된다. 그렇기에 광장이라는 집회나 시위가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행해

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통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1) 서울광장에 대하여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조례”)에 의하

면 서울광장을 집회장소로 사용하려면 먼저 시의 사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서울시는 조례로 서울광장

을 사용하는 목적, 일시, 인원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 7일에서 60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 목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2가지로 제한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을 들어 많

320　경찰은 조문기간 당시 그리고 그 이후의 봉쇄행위에 대해 경직법 제5조 제2항과 제6조 제1항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경직법 제5조 제2항

경직법 제5조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경찰관이 어떤 지역에 대한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려면, 1)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2)대상시설이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 중요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회를 시도했던 5월 30일을 제외하고, 조문기간동안에는 조문이라는 

평화적인 애도의 표시행위가 예상되었을 뿐이고, 그 이후의 기간에도 어떠한 집회신고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폭력적 소요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결여되어 있었고, 특히나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이용이 보장된 서울광장을 경찰관서, 무기고 등과 같이 

수시로 통행이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시설과 같이 판단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경찰들의 서울광장봉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경직법 제6조 제1항

경직법 제6조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위 규정에 기반하여 서울광장을 봉쇄하기 위하여는 1)어떤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2)긴급을 요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문기간이나 그 이후 기간 동안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볼 소지가 없었기에 해당 조문은 경찰의 서울광장봉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서울에 있는 불법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경하는 농민회분들을 막은 경찰차를 농민회분들이 파손한 행위를 무죄로 선고한 대법원판례에서도 알 수 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불법집회에 참석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을 막을 권한이 없으며, 그 이유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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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경수(전 KBS SBS 기자)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전략실 실장 김인규(전 KBS 이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TV토론팀장 이성완(전 KBS 주간) 아리랑TV 방송본부장

뉴미디어팀 팀장 진성호(전 조선일보 인터넷뉴스부장) 18대 국회의원

공보단 팀장 이동관(전 동아일보 정치부장) 청와대 대변인

 총괄상황팀장 박흥신(전 경향신문 부구장) 청와대 언론1비서관

 지방팀장 김좌열(전 경북일보 서울지사 부국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메시지팀장 신재민(전 주간조선 편집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허용범(전 조선일보 워싱턴특파원) 국회 대변인

언론위원회  최규철(전 동아일보 논설주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이성준(전 한국일보 편집인) 청와대 언론문화특별보좌관

  김효재(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18대 국회의원

  김종완(전 동아일보 부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무이사

  김현일(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상무이사

  함영준(전 조선일보 사회부장)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서옥식(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한국언론재단 사업이사

  김영만(전 스포츠서울 사장) 경남FC 대표

  임은순(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신문유통원장

  김해진(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코레일 감사

  기세민(전 남도일보 정치부장) 신문유통원 경영기획실장

  임연철(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국립극장장

  강남훈(전 국제신문 정치부장)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참고기사> IFJ 아태지역국, YTN 기자 체포 규탄

국제기자연맹(IFJ)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은 23일 성명을 내고 “YTN 노조 지도부 4명의 체포를 강력 규탄

한다”고 밝혔다. IFJ 아・태 지역국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경찰이 YTN 노조 지도부 4

명을 체포한 것은 YTN 사태와 관련해 지난 7개월 간 진행돼온 정권 차원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노

조 지도부 체포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태 지역국은 “경찰이 4명을 체포하면서 출두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YTN 노조는 26일 경

찰 출두 일정에 합의하는 등 협조적이었다”며 “특히 YTN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노조 지도부 4명

에 대한 자의적 체포는 파업을 약화시키기 위해 당국이 직접 개입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태 지역국 재클린 파크 국장은 “국제기자연맹은 해고된 노조원들을 복직시키고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종결하는 것 등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YTN 사측이 YTN 노조와 공개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권유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보 2009년 03월 24일 (화) 11:50:14 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

도한 언론인들을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현직 언론인이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것은 지난 1999년 방송법 파업 때 6명이 구속된 이후 10년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명박 정권하에 국가권

력에 의해 체포된 언론인은 10여명을 넘고 있다.

① MBC: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에 대한 보복

특히 MBC 보도 프로그램인 ‘PD수첩’은 2008년 4월29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중 발생한 문제점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진단했다. 그러자 언론의 비판 대상이어야 할 국가

기관 농식품부의 장관은 명예훼손을 제기했고, 2009년 3월25일 이춘근 PD를 시작으로 PD들과 작가들이 

줄줄이 긴급 체포됐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권력 비판기능을 수행한 언론인을 기소한 이 사건은 현재 

형사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참고> PD수첩에 대한 형사재판

PD수첩은 MBC 시사 프로그램.  지난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보도

하자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MBC  PD 수첩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 

제기하게 됐고, 6월20일 농식품부가 명예훼손 수사를 의뢰한다.

그리고 7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는 PD 수첩에 대해 ‘시청자 사과’ 결정을 내리고 MBC는 방통심의위의 

시청자 사과명령 수용해 사과방송(8월12일)을 하게 된다. 09년 1월7일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임

수빈 전담수사팀장 사표 제출했고, 사건이 다시 배당된 후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3월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 MBC 이춘근 PD 긴급 체포했고, 제작진 6명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결혼을 앞둔 김보슬  PD는 물론 작가들까지 모두 체포했다.

② YTN: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에 대한 중징계

현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맡았던 구본홍씨가 

YTN의 사장으로 내려오자, YTN 소속 언론인들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 씨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했고, 합법적인 파업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파업을 앞 둔 새벽에 노종면 언

론노조 YTN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4명을 긴급 체포했다. 

<표 2>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특보들의 이후 행보

조직명 직책 성명(전직) 현직

방송특보단 단장 양휘부(구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상임특보 구본홍(전 MBC보도본부장) YTN 사장

 특보 이몽룡(전 KBS 부산총국장) 스카이라이프 사장

  정국록(전 진주MBC 사장) 아리랑TV 사장

  허원제(전 SBS 이사) 18대 국회의원

  김용한(전 CBS 본부장) 한국토지공사 감사

  차용규(전 울산방송 사장) OBS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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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9년 1월8일 김정섭 기자>

⑤ 언론법 반대 투쟁에 대한 탄압

  심지어 지난 7월 22일 국회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절차로 언론법을 통과시키려 한데 대해, 

언론노동자들의 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국의 언론인들과 함께 집회와 시위로 그들의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들의 저항을 억압하고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을 가족 앞

에서 체포해가는 야만적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언론인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체포하고 연행해 가는 행위들은 언론자유 운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며,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고 정권친화적인 인사를 낙하산 사장으로 앉히는 행위는  정

부 비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내부적 통제를 구조화하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

건들은 그동안 한국의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비판, 국민의 알권리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책임조차 할 

수 없게 하는 반민주주의적 행위이다.  1986년 군사 정권 시절 정부의 보도지침을 폭로한 언론인 김주언

씨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언론인 겁주기’이며, 현재의 언론장악 기도는 물리력만 동원하지 않았

을 뿐 과거 독재정권을 그대로 닮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인터넷에 대한 상시적 감시

  인터넷은 이제 일상생활의 공간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기를 기록하듯 블로그 등에 솔직하

고 내밀한 이야기를 적고, 친밀한 사람들과 소통한다. 이러한 내밀한 공간을 경찰은 수시로, 그리고 지속

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기관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계

2000 18,808  44,085  4,164  11,016  78,073 

2001 21,378  71,393  7,186  13,465  113,422 

2002 26,342  81,166  4,519  15,760  127,787 

2003 41,478  119,699  6,336  21,679  189,192 

2004 49,574  198,363  7,811  24,181  279,929 

2005 63,692  244,132  6,399  28,548  342,771 

2006 63,408  221,311  6,313  32,534  323,566 

2007 63,408  221,311  6,313  32,534  323,566 

2008 91,611  331,977  8,384  42,596  474,568 

2009 (상반기) 47,371  203,257  5,575  25,018  281,221 

2009 (하반기) 40,561  209,627  4,903  25,155  280,246 

2009 전체 87,932  412,884  10,478  50,173  561,467 

* 군수사기관 등 : 군 수사기관(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및 관세청, 법무부, 노동부, 식약청 등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③ KBS: 사장 강제해임, 언론인 해고/강제전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권력과 기득권을 비판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1위의 언론사로 국민들

의 신뢰를 받아온 KBS는 이명박 정권이 불법적으로 사장을 강제 해임한데 이어, 평소 권력에 비판적인 

기사와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해고하거나 비제작 부서에 강제 전보시켰다. 지금 KBS는 정권으로부터 임

명된 사장이 내부의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 

또 다른 공영방송인 MBC는 권력이 임명한 이사진들이 방송의 공적책임을 감시하기는커녕 평

소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던 보도 프로그램의 비판기능을 마비시키려 해 소속 언론인과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다.

④ 언론인 표현의 자유 침해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의 보도는 물론, 언론자유가 위태롭다는 의미로 검은 색 

옷을 입고 방송을 진행한 앵커들에 대해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등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참고기사> ‘검은 옷 앵커 심의’ 반발 확산 

MBC와 SBS 방송 앵커들이 검은색 옷차림으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 YTN 사태를 주도한 

YTN 노조에 동참하는 의미인지를 심의해 문제삼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방침에 대

해 당사자들은 “코미디”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노조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복

장검열”이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는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 행사가 열린 지난해 10월30일과 11월20일 

MBC・SBS 뉴스를 모두 체크한 뒤 검은 색조의 상의를 입은 앵커들에게 출석・서면 진술을 하라고 지난 

6일 두 방송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 행사에 동조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었는지, 검은 옷은 맞는지 소명하

라는 요구였다. 

방통심의위는 공문에서 MBC 이정민・차미연・최대현・박소현・박경추・김정근・김주하, SBS 신동욱・

김소원・김석재・최혜림・손범규・정미선 등 앵커 10여명을 진술 대상으로 지목했다.

박성제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앵커들에게 일절 진술을 거부토록 하고 심의를 강행할 경우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해 심리적 고통을 준 데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앵커들이 모두 검정・감색 옷

을 입은 것도 아닌 데다, 두 진행자 모두 검은색을 입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MBC 앵커들도 “단지 검은 색조의 옷을 입었다고 ‘블랙 투쟁’을 했다고 몰아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해외 토

픽감에 해당되는 ‘양심검열’ ”이라고 반발했다. SBS 노조는 성명을 내 “검은 옷을 왜 입었느냐고 물어 대

답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심의대상이 아니란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두 방송사 측은 방통심의위의 부적절한 지시와 권한 남용으로 보고 본인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파문이 일자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위원들이 알아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것인데 생각

해보니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을 것으로 본다”며 “응답이 없으면 심의하지 않겠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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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5  99  870  29  1,033 

2007 24  81  1,010  34  1,149 

2008 18  75  1,043  16  1,152 

2009 (상반기) 9  61  706  23  799 

2009 (하반기) - 84  614  19  717 

2009 전체 9  145  1,320  42  1,516 

* 군수사기관 : 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인터넷에 대한 경찰 등의 일상적인 감시는 자연히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

다. 최근 사이버망명이라 불리는 해외 서버소유 포털로 옮기는 행위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위축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기타 국가가 주체가 된 법적 절차의 진행

①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② 회피연아 동영상을 게재한 네티즌에 대한 고소

③ 천안함 의혹 제기 네티즌에 대한 고소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아이디로 보면 2009년에는 무려 680여만 건의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 더구나 전기통신사업

법에 의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당사자는 이를 전혀 알 수 없어서, 경찰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보고 있

다는 것조차 알 수 없다.

② 통비법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기관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계

2000 11,403  57,582  4,254  9,173  82,412 

2001 17,684  119,362  7,689  12,427  157,162 

2002 15,792  89,725  5,183  11,841  122,541 

2003 28,365  115,449  7,281  15,946  167,041 

2004 26,343  131,806  6,758  11,923  176,830 

2005 29,631  149,802  4,982  10,954  195,369 

2006 25,004  116,052  832  8,855  150,743 

2007 28,301  143,316  922  11,120  183,659 

2008 42,597  156,796  1,274  12,078  212,745 

2009 (상반기) 22,279  97,659  951  5,482  126,371 

2009 (하반기) 19,780  96,131  768  5,502  122,181 

2009 전체 42,059  193,790  1,719  10,984  248,552 

* 군수사기관 등 : 군 수사기관(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및 관세청, 법무부, 노동부 등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③ 통비법에 의한 감청

기관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계

1996 518  1,203  636  87  2,444 

1997 1,111  3,830  842  219  6,002 

1998 1,154  3,521  795  431  5,901 

1999 435  1,719  828  252  3,234 

2000 278  1,068  846  188  2,380 

2001 254  1,032  1,398  200  2,884 

2002 131  496  754  147  1,528 

2003 130  512  899  155  1,696 

2004 77  441  885  210  1,613 

2005 52  197  639  89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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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정보격차

민경배 /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권과 사회권

정보사회의 도래 및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함께 네 가지 사회 이슈가 시민운동의 영역 속에서 

급부상했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권과 정보공유’, ‘정보격차’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

들을 아우르는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이 제기되었으며, 정보인권 운동 관련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

게 이뤄지고 있다.

이들 네 가지 사회 이슈들은 인권의 양대 축인 자유권, 사회권 개념과 맞닿아 있다. 먼저 ‘표현

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는 전통적인 자유권 개념 속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던 이슈들이었다. 

그런데 인터넷의 보급과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정보사회는 과거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여론 통제가 용이했던 대중매체 기반의 미디어 환경과

는 아주 다른 양상을 출현시켰다. 인터넷 상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시판,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개

인들이 매스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자 공론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자 이른바 책임성 및 신뢰성 등의 문제를 

들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국가 권력의 통제 의지가 강화되면서 시민사회와의 지속적

인 긴장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개념도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재구성 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통

신 기술을 활용한 첨단 감시 시스템이 전사회적으로 구축되고,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과 유통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면서 프라이버시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사생

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정도로 이해되던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이제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을 

거쳐, 자기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으로까지 확장되었

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

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이인호, 

2004).

한편 ‘저작권과 정보공유’ 그리고 ‘정보격차’는 정보사회의 사회권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

는 이슈들이다. 먼저 ‘저작권과 정보공유’ 이슈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카피라이트 대 

카피레프트 진영 간의 논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분야이다. 도서, 음악, 사진, 영상 등 저작물의 형태

가 기존 아날로그에서 무한 복제와 무한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저작권 체

계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과금 체제가 파일 단위로 

세분화(ex: 음반 단위가 아닌 곡 단위)되고, 과거 아날로그 저작물에서는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사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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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렇듯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및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광범위한 

구축 등의 결과로 정보화 초창기 사회에서 발견되는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는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격차, 세대격차, 지역격차가 3대 정보격차 유발 요인이라고 할 때, 정보

화의 진전과 함께 이러한 격차는 가시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으로 비용의 경감성, 사용의 편의성, 접근의 용이성 등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 발전논리의 외연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거꾸로 이

러한 정보격차를 보다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격차와 관련해서는 양극화가 날로 가속

화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세대격차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정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

령층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 또한 지역격차와 관련해서는 지역 간 불평등 구조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

프라를 중심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격차를 좁혀나가는 기술 발전의 흐름보다 더 큰 폭으로 

정보격차를 확대시키는 또 다른 흐름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그림으

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역학관계>

결국 당장 가시적으로는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듯 보일지 몰라도 사회구조적 변화와의 관

련 속에서 보다 중장기적 안목으로 정보격차 양상을 진단한다면 오히려 정보격차가 한층 더 확대 강화되고, 

나아가 고착화될 가능성까지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신정보소외계층이 등장하여 새로운 정보격차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첨차 

인터넷 환경이 기존의 유선 인터넷 중심에서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무선 인터넷 환경으로 전환되는 시

점에서 모바일 정보격차라는 또 다른 문제까지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권으로서의 정보격차는 완

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격차 유형의 확장 논의

정보격차라는 개념이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5년 7월 미국 상무성 산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의해 작성된 “Falling Through 

the Net : A Survey of the Have Nots in Rural and Urban America”라는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이 보

(ex: 저작물의 비영리적 사용)에까지 저작권 규제가 과도하게 가해지면서 오히려 저작권 압력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곧 공공재로서의 정보 영역이 축소되고 상품으로서의 정보 영역이 확대됨

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정보 이용의 지불능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

끝으로 ‘정보격차’ 이슈는 전통적인 사회권 개념이 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경에 접목되어 특화

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침투해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통신 인프라에의 보편적 접근과 활용으로부터 배제된 정보 소외 계층이 존재한다. 

특히 이들 정보 소외 계층은 디지털 정보가 새로운 부와 권력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기회구

조로부터 박탈된 정보 낙후 계층으로 전락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사회적 불평등 확대 재생산이라는 악순

환에 빠져 들고 있다.

이상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정보사회에 제기되는 주요 사회 이슈들은 결국 자유권과 사회권이

라는 전통적인 인권의 디지털 버전으로 귀결된다. 정보사회가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만 점철된 회색빛 디

스토피아가 아니라 보다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따뜻한 유토피아 세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정보인권 이슈들을 둘러싼 제반 논란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히 요

구된다.

2. 표현의 자유와 정보격차의 새로운 양상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자유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권으로서의 정보격차 간의 

관계이다.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 두 영역에서 두드러진 상황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반 인터넷 규제 악법이 신설, 강화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급격

히 침해당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사이버 모욕죄 입법 추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미네르

바 구속으로 대표되는 다음 아고라에 대한 탄압, 그리고 선거법 93조 1항을 내세운 지난 대선과 총선에

서의 UCC 단속 및 최근 지방선거에 즈음한 트위터 단속 논란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 결과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글쓰기 과정에서 암암리에 자기 검열이라는 심

리적 위축 상태에 빠져 있고, 구글 등 외국 서비스로의 이른바 ‘사이버 망명’까지 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극화, 고령화, 지역간 불평등 심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폰 등 디지

털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 등의 외적 요인들로 인해 정보격차 영역에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정보격차 문제를 전망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어느 사회에서든 정보통신기

술은 점차 보편화되고 시장 원리에 의해 이용 비용이 점점 낮아지면서 대중적인 수용이 일어나 정보격차

가 자연스레 줄어든다는 ‘확산 가설’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계속 빠르게 등장하고 이

를 반영한 보다 첨단화된 고가의 정보통신 상품들이 갱신되기 때문에 정보격차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

다는 ‘격차 가설’이다(최두진, 2006).

한국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특히 2001

년 초에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그해 9월에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201~2005)」이 수립되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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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경제생활 촉진, 고용 및 소득증대 기회 마련, 정보화역기능 예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 최두진・김지희의 정보격차 단계 유형>

 정보접근 격차 (IT Accessibility)  정보 리터러시 격차 (IT Literacy)  정보활용 격차 (IT Productivity)

격차 유형 접근과 비접근에 따른 격차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격차 활용패턴에서의 질적 격차

정책 목표 자유로운 접근 보장 정보이용 능력 제고 정보활용 생산성 제고

해외 학계에서도 유사한 견해들이 진작부터 제시되어 왔다. Molnar(2002)는 정보통신기술의 

수용단계를 초기 도입기(early adaptation), 도약기(take-off), 포화기(saturation)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정보격차의 양상을 설명한다. 즉 초기 도입기에는 정보통신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접속격차’가 생기며, 이것은 주로 수입, 주거형태, 교육,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그러나 접속격차가 점차 해소되는 도약기로 접어들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

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이용격차’가 중요시 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나 교육, 정보창출을 위한 모임

의 활성화 등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 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포화기

에 이르러서는 이용자들의 온라인 검색기술과 문제해결 능력 등에서 나타나는 ‘이용형태의 질적 격차’가 

중시된다는 것이다(최두진, 2006).

<그림3 : Molnar의 정보격차 유형>

4. 정보격차와 표현의 자유 간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정보격차의 주된 양상은 정보화의 진전 과정에 따라 변화한다. 정보화 

초기에는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격차 문제가 핵심과제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이 확장된 이후에는 이용자의 기술적, 지적 능력에 따른 이용격차 문제가 

중시된다. 마지막으로 정보화가 성숙단계로 접어든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자신의 삶에 얼마나 주체

적으로 수용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른 질적격차 문제가 대두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논의들은 각 단계별 정보화 수준을 정태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특정 사회에 하나의 정보통신기술이 도입기->확장기->성숙기의 단계를 밟는 사이에 또 

고서에서는 정보격차를 디지털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자(the connected)와 그렇지 못한 자(the 

disconnected), 또는 접근 능력을 가진 자(haves)와 가지지 못한 자(have-not) 사이의 단절로 정의하고 

있다(유지연・김희연, 2005). 즉 정보화 초창기에 정보격차 개념은 정보통신기술 및 인프라에의 접근기

회 여부를 중심으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한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왔다. 2001년에 제

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르면 ‘정보격차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라

고 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도 주로 인프라나 정보기기, 정보접근성에서의 사회 

각 부문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김은정, 2006). 하지만 이미 정보화의 고도화 단

계에 들어선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고전적인 정보격차 개념은 현실에 맞게 재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

장이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김문조・김종길(2004)은 정보격차를 ‘기회격차(Acess divide)’, ‘활용격차(Usage divide), 수용

격차(Application divide)로 보다 세분화된 유형으로 분류한다. 기회격차란 정보기기 접근성과 관련한 격

차이다. 즉 정보기기는 그 특성상 비용이 높고 제품주기가 짧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격차가 발

생하게 된다. 활용격차는 정보 사용능력에 따른 격차이다. 정보기기에 접근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을 활용

할 기술적・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끝으로 수용격차는 정보통신기

술에의 접근과 활용을 넘어 이용자 스스로가 그것을 얼마나 자신의 삶의 이기로서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가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이다.

<그림 2 : 김문조・김종길의 정보격차 유형>

최두진・김지희(2004)도 이와 유사하게 정보격차를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

운 접근을 의미하는 ‘정보접근 격차(IT Accessibility)’, 정보 이용능력과 관계된 ‘정보 리터러시 격차(IT 

Literacy)‘, 일상생활에서 IT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정보기회를 창출하는 ’정보활용 격차(IT Productivity)‘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별 정보격차 해소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먼저 정보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초고속망 구축, PC 보급, 정보이용시설 설치, 콘텐츠 및 

보조기기 지원을 제시하였다. 다음 정보 리터러시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기

반 확충(교재, 강사, 콘텐츠)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정보활용 격차 해소의 정책수단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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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SNS를 통해 사람들은 온라인의 인간관계를 폭넓게 확장시키고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교류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고 있다. 올해 초 까지만 해도 SNS 활동은 웹이 중심

이 되고 스마트폰이 보조적인 매체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점차 그 관계가 역전되면서 조만간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고 웹이 보조적인 매체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스마트폰이 온라인 공론장의 새로운 

무대라 할 수 있는 SNS에 진입하는 핵심 디바이스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의 접근격차가 

곧 온라인 표현의 접근격차로 연결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다.

한편 정보화 성숙기 단계에서는 거꾸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정보활동의 질적격

차를 유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숙기 단계로 들어선 유선 인터넷 영역에서 

제기되는 정보격차의 내용들이 앞서 소개한 학자들의 연구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리

해 볼 필요가 있다.

<표2 : 정보화 성숙기의 정보격차 개념과 내용>

 정보격차 개념 정보격차의 내용 

김문조・김종길 수용격차 정보통신기술의 주체적 향유 여부

  정보의 유익성 및 유해성의 판별능력 여부

최두진・김지희 정보활용 격차 사회경제적 활동에의 적용 정도

  생산적 활용 vs 소비적 활용

Molnar 이용행태 격차 정보 검색 기술 및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위 표에서 보듯 학자들마다 각기 상이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결국 정보화 성숙기의 정보격차

란 이용자들이 자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에 정보통신기술을 어느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에 따라 나타나는 격차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진작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할 수 있는 자와 이용할 수 없는 자 간의 분할적 구분을 강조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 개념보다는 이

용자 간의 질적 차이를 강조한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 혹은 ‘정보참여(Digital Inclusion)’라는 개

념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곧 성숙기 정보격차 문제는 ①’기술적 접근 격차의 해소’가 아닌 ‘사회적 

접근격차의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②전통적인 정보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 배려’가 아

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접근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 누구나 보편적 권리로서의 정보기

회 및 정보참여를 주체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져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모든 기회와 참여는 물리적 행동이 아닌 의사표현 행위

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당하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일반 대중들의 적극적이

고 생산적인 정보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익명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 실명제, 비판적 

견해를 용납하지 않는 사이버 모욕죄, 언제든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감청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

성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조차 가로막는 선거법 93조 1항 등 표현

다른 정보통신기술이 등장함으로써 비록 확장기나 성숙기에 들어선 사회라도 새롭게 도입기 과정이 시

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사회 안에도 각각의 정보통신기술 영역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정보격차 문제가 혼재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

사회의 정보격차 이슈는 유선 인터넷 영역에서는 성숙기에 나타나는 질적격차 문제 그리고 최근 등장한 

스마트폰이 이끄는 무선 인터넷 영역에서는 도입기에 나타나는 접근격차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

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정보격차가 모두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권

적 권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핏 개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정보격차와 표현의 자유

라는 이슈는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먼저 정보화 도입기 단계에서는 접근격차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대중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장으로 자리잡고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에서 정보통신기술에의 기본적인 접근기회 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은 공론장에서 배제되어 자신의 목소

리를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즉 접근격차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기회를 봉쇄시켜 버리는 것이다. 특히 저

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노인 등 전통적인 정보소외 계층은 오프라인에서도 사회적 약자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누구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자신들의 사회적 권리 표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온-

오프에 걸친 이중의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유선 인터넷의 접근격차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상당부분 해소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무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정보화 도입기 단계

의 접근격차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4월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KT의 아이폰 

가입자 중 7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강남・서초・송파 3구가 서울시 전체 가입자의 1/3가까

이(29.5%)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K텔레콤의 스마트폰 가입자도 수도권 점유율이 65.1%였

으며, LG텔레콤도 66%로 나타났다. 한편 와이파이망 구축 현황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KT의 경우 전

체 1만 3천 개의 와이파이망 가운데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올 연말까지 추가할 계획인 

1만 4천개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지역별 격차가 스마트폰 가입자 비율 

및 와이파이망 구축 분포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정보격차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

으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료 면제 등 요금 할인 혜택도 일반 휴대전화에만 적용될 뿐 스마트폰에

는 획일적인 정액 요금제가 책정되어 있다. 주식 거래나 계좌 이체 등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하면 기존 전화나 창구 거래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커녕 

경제적, 지역적 이유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손해를 입는 구조이다.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접근격차는 표현의 자유와도 직결된다. 현재 인터넷 트렌드의 대세라 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대부분이 스마트폰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온

라인 공론장의 중심 무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SNS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포스퀘어, 고왈라, 다음 플레이스, 아임IN 등 위치기반정

보서비스(LBS)와 결합된 SNS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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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를 규제하는 온갖 법적 장치들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인터넷 공간의 현

주소이다. 그리고 지난 2007년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의 Daum 카페 강제 폐쇄 조치 사건은 표

현의 자유 침해가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

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환경에서는 생산적인 정보활동을 기대하기 힘들며, 유용한 정

보 선택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정보통신기술의 주체적 향유를 통한 기회 획득이나 사회 

참여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표현의 자유 침해가 정보화 성숙기 단계에서 요

구되는 사회적 접근격차 해소와 보편적 정보 권리 보장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5. 나가며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정보화 정책은 일관된 양상을 보여 주었다. 한편으로는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음란물과 악성 게시글 등의 이

유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시키는 입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기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정보소외계층의 접근격차에만 초점을 맞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정보화의 확장기를 

거쳐 성숙기 단계에 들어선 한국 사회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접근권조차 보

장받지 못하는 정보소외계층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에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등 신정보소

외계층,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접근격차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다. 따라서 접근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오늘날 정보화 성숙기 단계에서 요구되는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관심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정보화 수준에 

걸맞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모색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책적 접근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권으로서의 정보격차 문제와 자유권으로서의 표현의 자

유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상호 영향을 미친다. 즉 접근격차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효과를 가지며, 

표현의 자유 위축이 질적격차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표현

의 자유가 계속 제약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일정한 한계에 부딪칠 수밖

에 없는 노릇이다.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자유권과 사회권 두 가지 영역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듯이 

인터넷 공간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정보격차 해소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밀접하게 맞물려서 보장받아

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문조・김종길 (2004), “정보격차의 이론적・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 제36권 4호.



��� ���

정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견해가 있음. 

○ 대통령을 2MB로 비판한 게시글은 ‘인격을 폄하

한 글’이라며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받았고 소비자들의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도 

’범죄정보‘에 해당된다며 삭제되었음. 경기지사의 발언

을 식민적이라고 비판한 게시물도 ‘명예훼손’으로 삭제

되었으며 노동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장봉을 휘

두른 경찰을 비판한 게시물은 ‘불법 초상권 침해’로 삭

제되었음(최문순 의원 블로그, 방심위, 더 이상 삭제하

지 마라, 2010. 2. 23.).

○ 미네르바 사건과 같이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형

사처벌을 시도하는 것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

찰청 등 정부기관이 시정요구를 남발하고 게시글이 삭

제됨으로써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

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표현의 자유 제한 및 취소 사례 축적

- 발제자가 발표하였듯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제한 

사례, 서울광장 및 광화문 광장 등의 사용 제한 사례, 언

론인에 대한 기소 사례, 인터넷상에서 언론의 자유 억압 

사례 등을 자세히 수집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동일, 유사한 집회나 시위를 허용한 사례, 광

장사용을 허용한 사례 등을 수집하여 기준이 이중적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음. 

- 제한 사례뿐만 아니라 재판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제한이 취소된 사례도 수집.

○ 위법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소 검토

- 위법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 광장 사용 금지, 방

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등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필요가 있음. 금지여부가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수집하여 제시한다면 금지처분이 취소될 가능성

이 높아질 것임. 

- 위법한 금지행위나 반복되는 금지행위, 기자회견

장에서 불법체포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판에서 집회나 시위의 금지가 취소되거나 국가

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자의적인 제한을 억제할 

수 있음. 일부라도 국가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만

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 발제자가 알고 있는 소송의 사례가 있으면 성과와 

한계, 어려움 등에 대해 언급해주기 바람.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여 시정권고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음.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가 강제성은 없으나 표현

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위법행

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특별기획,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사회권’

발표 / 박주민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토 론 문

장주영 / 변호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 발제자는 사회권을 신장하기 위한 기초로서 표현

의 자유의 중요성, 현 정부아래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

고 있는 사례를 잘 정리해주었음. 

○ 토론자는 발제내용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인터넷

상에서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삭제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 대해 어떻

게 대응할 것인 가를 중심으로 토론해보도록 하겠음. 

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

・

○ 2008. 2.에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

넷 게시물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보면 2008년은 심의

건수 대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포함)건수 비율이 50.7%, 2009년은 72.4%, 2010

년은 2월말까지 87.3%를 보이고 있음. 해가 갈수록 시

정요구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시정요구를 남발하고 있다

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인터넷 포털 업체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한 비율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008년은 15,004건의 시정요구를 모두 이행하여 

100%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2009년은 17,636건의 

시정요구에 대해 17,464건을 이행하여 99%의 이행률

을 보이고 있음. 

● 2008년 (2008. 5. 16. ～ 12. 31.)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이행건 이행률(%)

음란・선정 9,081 2,817 2,817 100

권리침해 6,334 1,202 1,202 100

폭력/잔혹/혐오 1,553 463 463 100

사행심조장 6,805 6,075 6,075 100

사회질서위반 5,816 4,447 4,447 100

합 계 29,589 15,004 15,004 100

● 2009년 (2009. 1. 1. ～ 12. 31.)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이행건 이행률(%)

음란・선정 6,809 5,057 5,055 99.9

권리침해 3,990 1,124 1,121 99.9

폭력/잔혹/혐오 230 99 99 100

사행심조장 6,606 6,495 6,490 99.9

사회질서위반 6,711 4,861 4,699 96.7

합 계 24,346 17,636 17,464 99.0

※ 음란・선정 2건, 권리침해 3건, 사행심조장 5건, 

사회질서위반 162건

(헌정질서위반161건, 불법 식・의약품 1건) 등 총 

172건 미이행

(최문순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통

해 3,209건 삭제, 포탈사업자, 임시조치 12만 건 달해’, 

2010. 4. 7. 자 보도자료 참조)

○ 위반내용 중에서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된 권리침

해와 사회질서 위반에 관한 심의가 문제되고 있음. 최근

에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 침몰관련 게

시글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사회질서 혼란을 이유로 삭

제 요청을 하였으나 포털사는 불법게시글이라는 소명이 

없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판단을 근거

로 삭제를 거부하기도 함. 사회질서위반을 이유로 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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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낳게 됨. 이로 인해 “법질서확립”을 주장해온 정부

가 한쪽의 정보만을 인정한 채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는 측에 대한 “법질서확립”에 적극적으로 공권력

을 행사하고 있음.

○ 정보격차에 관한 문제점이 많지만 인권운동에 있

어 가장 핵심적인 도구라 여겨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 접근

격차의 해소를 위한 해결책 혹은 대안을 찾는 노력 시작

해야 할 것임.

○ 지난 2년 동안 서구의 예를 들어 정부를 설득, 압

박하려 했었음. 이명박 정권의 핵심단어인 ‘선진화’를 우

리도 사용했었음. 하지만 더 이상 서구의 예가 모든 것

에 답이 되지 않음. 우리의 기준을 다시 고민해보고, 특

히 사이버 상 표현의자유와 관련해 한국이 나쁜 예가 되

지 않도록 운동해야할 것임.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사회권’, 

발표 / 박주민(법무법인 한결)

‘표현의 자유와 정보격차’

발표 / 민경배(경희 사이버대 NGO학과)

토 론 문

김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표현의 자유와 사회권

○ 발제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속해있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표현의 자유와 사회권의 악화를 확인

할 수 있었음.

○ 전통적 입장에서의 조화관계는 생존에 대한 위협

과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자유라 설명하고 있음. 하

지만 사회권 신장을 통한 조화로운 삶이 오히려 사람들

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음. 수준 높은 복지시스템은 

안정된 사회를 만들고 분노를 잠재우게 함. (예: 미주지

역, 인디언들에 대한 복지수준이 매우 높음. 자발성 없어

지고 표현의지 사라짐.) 사회권과 표현의 자유의 관계에 

있어서 empowerment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짐.

○ 사회권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해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임. 한국정부와 보수언론은 정치・시

민적 권리에 매우 민감하여 사회권 이슈를 시위・집회

를 통해서 요구할 때 이슈자체보다는 그 행위에 더욱 집

중하여 관리하고 있음. ‘서민계층’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

회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음.

○ 사회권을 축소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 세계적인 표현의 자유 제한과는 약간 

다른 양상으로 보임. 사회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

도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예: 천안함 사건관련), 또는 국

가보안법 적용된 경우를 보면 다른 의견에 대한 탄압이 

더 큰 이유인 것으로 보임. 

○ ‘좋은 자유’와 ‘나쁜 자유’는 신선했음. 한국사회

에서 ‘좋은 자유’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

문임. 오히려 ‘좋은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쁜 자유’를 원하는 것으로 보임. (예: 아파트 값 

올리는 것을 공약으로 낸 국회의원을 뽑는 것)

표현의 자유와 정보격차

○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의 정보권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정보격차에 대한 부분은 그에 비해 부족했었음. 

두 주제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직 어색하지만 발제를 통

해 이 부분의 고민을 시작할 수 있었음.

○ 사적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양상으로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문제시 

되고 있음. ‘기득권’ 혹은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이용되던 장치가 온라인상에서도 이용되고 

있음. ‘나쁜 자유’와 ‘좋은 자유’가 적용되는 예를 많이 

찾을 수 있음.

○ 정보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는 문제이긴 하나, 발제문에서 말하

듯이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앞서서 문제를 맞이하

고 해결하는 중임.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는 줄었지만 상

대적 관점에서는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예: 스마

트폰)

○ 다양한 모습의 정보격차는 한국사회의 분열에 가

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신문을 보는 

세대와 인터넷을 보는 세대 간 접하는 정보의 차이는 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서로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보니 자신의 주장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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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의 궤적: 

자유권과 사회권 지표 및 지수의 구성, 1990-2007323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324  

공석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325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326 

요약

인권을 측정하고 평가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은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제

사면위원회와 미국 국무부가 인권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각 국가들의 인권현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왔으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프리덤 하우스는 시민적, 정치적 인권 수준을 측정하는 “자유지표”를 30년 이상 

공지해 왔다. 한편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정치테러스케일” (Political Terror Scale)을 공표하여, 인권 연구

자들과 실천가들에게 글로벌 인권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글

로벌 인권지표들”은 그 목적 자체가 국가간 비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 나라의 인권 추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 때문에 선구적인 인권연구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

국적 인권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왔다 (Donnelley and Howard 1988). 최근 한국에서도 한국의 

특수성을 충실히 살리는 “한국적 인권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학계, 

국내학계 모두 일국적 인권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지표구성은 이와 관련된 기본 원칙 및 경험적 자료를 결핍한 지표 그 자체만을 제시하는 수

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국이다 (정근식외 2003; 문진영외 2008; 강수택외 2009). 

본 연구는 일국적 인권지표 및 지수를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이론적, 방법론적 틀

을 제공하고, 나아가 이를 한국사회에 실제로 적용하여 1990년부터 2007년 간의 한국의 인권보호의 수준

을 경험적으로 추정(estimate)함으로써, 인권지표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으

로는 인권의 보편적, 국제적 성격을 받아들여 인권지표 구축의 원자료로서, 자유권과 사회권 위원회가 발

간하는 “최종적 평가” (Concluding Observations)를 활용한다. 이곳에 제시된 각종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

들을 참조하여, 37개의 자유권지표 그리고 31개의 사회권 지표를 구성한다. 나아가 이렇게 구축된 지표

들은 세부주제별로 구분되는데, 자유권의 경우는 1) 사상 및 표현의 자유, 2) 결사의 자유, 3) 행정적 정의, 

4) 수감자의 권리, 5) 여성/아동권, 6) 소수자 권리를 포함하며, 사회권의 경우 1) 복지권, 2) 인간다운 생

323　본 원고에 제시된 그림과 표는 2009년 11월 서울대 사회학과 주최 국제인권 컨퍼런스 (Human Rights and the Social), 그리고 2010년 

8월 애틀란타에서 개최된 제105회 미국 사회학대회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에서 저자들이 발표한 논문 

“Measuring National Human Rights: A Reflection on the Korean Experiences.” 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요약은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인용은 저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기를 바란다.  

324　jkoo@skku.edu

325　sukki.kong@gmail.com

326　chungcs@snu.ac.kr

6. 
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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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matic Indexes of Human Rights: Civil and Political Rights, Korea, 1990-200�

Source: Koo, Kong, and Chung (2010)

Figure 3. Thematic Indexes of Human Rights: Economic and Social Rights, Korea, 1990-200�

Source: Koo, Kong, and Chung (2010)

Table 2. Indicators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Korea, 1990-2007

Concerns Measures Level Min Max

Administrative Justice 1.No independent review body for torture and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B 0 1(01)

 2.Confessions made after torture used as evidence in court proceedings B 1 1

 3.How quickly after arrest a person's family is informed C 1 1

 4.The right of one deprived of his liberty to communicate with a lawyer B 1 1

 5.Existence of an independent review process by prosecutors for confinement facilities B 1 1

 6.No. of rejected warrants C 0.034(90) 0.278(07)

 7.Law permitting death penalty B 0 0

 8.Application of death penalty to robbery B 0 0

 9.No. of death penalty executed C 0 23(97)

활의 권리 3) 노동권, 4) 여성/아동권, 5) 교육권을 포함한다. 37개의 자유권 지표와 31개의 사회권 지표

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정을 거쳐 계량적인 변수로 변환되며, 이를 통해 인권의 각 분야에서 개선과 후

퇴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변수화된 각각의 지표들은 표준화 과정을 통해 그 척도가 

일원화(unified) 되고, 이 일원화된 지표들은 최종적으로 “자유권 지수”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dex)와 

“사회권 지수”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dex)로 통합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축된 두 개의 통합

지수 (composite indexes)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인권이 어떤 궤적을 밟아왔는지를 잘 드러내 준다. 

본 연구가 추정한 한국 인권의 궤적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우선, 한국은 지난 20여 년 간 자

유권, 사회권 모두에서 심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과정이 단선적인 것은 아니었고 

시기별로 흥미로운 편차를 보여준다. 자유권의 경우 민주화 이행의 단초가 마련된 김영삼 정부 하에서는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 집권 1년 (1998)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

전이 이루어졌으며, 이 상승 패턴은 노무현 정부 집권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사회권의 경우, 민주주의 

공고화 초기에는 자유권 보다 높은 보장의 수준을 보여주었고, 김영삼 정부 하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경험

하게 되나, 1997년 하반기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쳐 1998년에는 선명하게 후퇴한다. 이후 김대중, 노무

현 두 진보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특히 2004년), 그 개선의 패턴은 

상승과 후퇴를 반복하는 “지그재그”의 양상을 보여 준다 (2004년과 2006년을 대조해 볼 것). 2000년 대 

중반 이후로 기존에 드러났던 자유권과 사회권 간의 격차는 자유권의 대폭적 개선에 힘입어 줄어든 것으

로 분석된다. 각 인권영역의 개선 및 후퇴의 추이를 들여다 보면 (그림 2와 3) 자유권의 경우 “사상 및 표

현의 자유” 분야에서 두드러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52% 개선), 반면 소수자 권리의 분야는 미약한 개

선 만을 보여주어,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분야로 분석되었다 (8% 개선). 사회권의 경우 진보정부의 

강력한 사회보장책 추진과 맞물려 “사회보장” 분야의 개선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54% 개선), 반면 “교육

권”의 경우는 사교육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가장 개선이 미미한 분야로 분석되었다 (11% 개선).      

Figure 1.Composite Index of Human Rights: Korea, 1990-200�

Source: Koo, Kong, and Chu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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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No. of accidents in the workplace C 2.40(98) 7.17(07)

 5.No. of dismissals and/or lay-offs C 103239(94) 145257(06)

 6.Unemployment rate C 2(96) 7(98)

 7.Ratio of top 20 percent to bottom 20 percent C 3.63(92) 5.08(07)

 8.Ratio of regular to irregular workers C 0.41(93) 0.52(00)

 9.Wage gap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C 510000(03) 872000(06)

 10.Wage gap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C 0.57(93) 0.67(06)

 11.No. of sexual harassment reported C 17(99) 163(07)

 12.Ratio of employed disabled to unemployed disabled C 2.07(90) 8.45(05)

Social Security 13.Enacted year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B 0 1(99)

 14.Percentage enrolled in the 4 major insurances C 250.9(91) 755.9(07)

 15.Enacted year of National Pension Scheme B 0 1(99)

 16.Ratio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to military expenditure C 0.17(90) 0.65(07)

 17.No. of facilities for the homeless or mentally diseased C 37(02) 43(01)

Family, Women, and Children 18.Legal provisions allowing woman to vest her nationality in her child B 1 1

 19.Whether family headship system is abolished B 0 0

 20.No. of reported domestic violence cases (e.g. marital rape) C 112790(02) 195286(07)

 21.No. or ratio of broken families C 1.1(90) 3.5(03)

 22.No. of reported cases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 3173(07) 6982(03)

 23.Ratio of working children C 2501(07) 16001(96)

Adequate Standard of Living 24.Ratio of public lending apartments C 71791(03) 110320(07)

 25.Government expenditure for health field C 216880(06) 536735(04)

 26.Ratio of government funded medical facilities C 10892(90) 12516(07)

Education 27.Free education extended to secondary sector B 0 1

 28.No. of hours per week on human rights education of law enforcement officers C 3820(02) 20824(05)

 29.Gender gap at college entrance level C 0.63(90) 0.85(07)

 30.Size of private education market C 9341568(98) 15244332(08)

 31.Ratio of household consumption for private education C 0.031(90) 0.060(07)

Source: Koo, Kong, and Chung (2010)

Prisoners or Detainees 10.Political prisoners required to report to the police every 3 months B 0 0

 11.Political prisoners forced to recant their beliefs (“law-abidance oath”) B 0 1(03)

 12.No. of complaints/convictions of use of coercive measures C 35(01) 408(07)

 13.No. of political prisoners C 1374(97) 79(07)

 14.No. of hours per week spent on reintegration program of prisoners C 0.042 0.042

 15.Stacking of 30-day periods of isolation as a disciplinary punishment B 0 0

 16.Enforcement of videotaping of interrogations B 0 

Freedom of Thought, Belief, or Expression 17.No. of convicted persons by National Security Law C 29(07) 633(97)

 18.Conscientious objection permitted under the law B 0 0

 19.No. of people who visited North Korea C 12(94) 158170(07)

 20.Limits on no. of recalls on persons who refuse military service B 0 0

Freedom of Association or Assembly 21.No. of teargas bombs fired (or other coercive measures by the police) C 0.016(07) 0.524(97)

 22.Teachers and journalists prohibited from founding or joining a party B 0 0

 23.Restric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of teachers B 0 1(98)

 24.Restric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of public servants B 0 1(06)

Women and Children 25.Procurement of women for prostitution treated as a criminal offence B 0 1

 26.Laws and practices that encourage non-discrimination toward women B 0 1

 27.Family headship system B 0 1

 28.Enacted year of a comprehensive law prohibiting child labor B 1 1

 29.Ratio of newly born boys and girls C 106.2(07) 116.5(90)

 30.Requirement of resistance for rape offence B 0 0

 31.Marital rape accepted as a criminal offence B 0 0

 32.No. of reported marital rape cases C 0 0

 33.No. of female irregular workers C 2548000(93) 3957000(06)

 34.Ratio of disparity of income between man and woman C 0.57(93) 0.67(06)

Migrant Workers, Refugees, and Other Minorities 35.Law prohibiting foreigners from holding public office B 0 0

 36.No. of admitted refugees or boat people C 19(04) 27(3)

 37.Ratio of wage of migrant to domestic workers C 0.52(05) 0.67(06)

Source: Koo, Kong, and Chung (2010)

Table 3. Indicators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 Korea, 1990-2007

Areas Concerns Level Min Max

Labor 1.Workplace regulations in enterprises with fewer than 10 employees B 1 1

 2.Restrictions on teachers’ and defense workers’ right to form trade unions B 0 1(99)

 3.Wage gap between workers in small vs. big enterprises C 0.79(07) 0.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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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pl3170@gmail.com

박명기 서울시 교육위원/서울교대 교수 edupmg@hanmail.net

박주민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jumpark@hklaw.co.kr

박찬운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 chanpark@hanyang.ac.kr

배여진 인권단체 연석회의 활동가 vero486@gmail.com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seoson93@hanmail.net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무소속 ecopol@naver.com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education@catholic.ac.kr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ramisoh@gmail.com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snk313@naver.com

송수민 광주시 교육위원회 의사국 smsong@korea.kr

송연숙 무지개청소년센터 연구개발팀장 peace-sys@hanmail.net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센터 jcpmi@yahoo.com

신혜수 유엔 사회권조약위원회 위원 heIsooshin@hanmail.net

안경환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장 ahnkw@snu.ac.kr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전 서울시 교육위원 edu2010@hanmail.net

양현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hyang@snu.ac.kr 

엄기호 덕성여대 문화인류학 강사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uhmkiho@empal.com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mrokh@naver.com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oribal1125@yahoo.co.kr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yoojinoh@moj.go.kr

우기택 울산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okt92@hanmail.net 

유남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nyyoo2000@yahoo.co.kr 

유인덕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제도개선팀장  ryou57@humanrights.go.kr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jayoungy@kli.re.kr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yoon711@beautifulfund.org

윤채은 케네디스쿨 정책학 석사과정 chenieyoon@gmail.com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sumi@kli.re.kr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seagullgj@gmail.com

이경헌 제주DPI gode0322@naver.com

이기동 진주인권회의 인권조례팀장 leekydong@hanmail.net

이대훈 성공회대 겸임교수 d.lee1@Bradford.ac.uk

이범 서울시 교육감 비서 yibohm@hanmail.net

이병일 강원도교육청 [모두를위한교육추진단]위원 21cb1@korea.kr

이석태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stlee@cyberduksu.co.kr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장 leesjdream@hanmail.net

참가자 명단

참가자  

강경희 여성재단 사무총장 angelakh@hanmail.net 

강곤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편집인 kang.gon@gmail.com

고광일 제주 장애인인권포럼 vj4you@nate.com

고은태 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 portico@chollian.net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sukki.kong@gmail.com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jkoo@skku.edu

곽은경 팍스로마나 사무총장 lkwark@yahoo.com

권오상 제주 장애인인권포럼 ohsang2482@nate.com

김갑순 강원도교육청 [모두를위한교육추진단] 학생인권개선추진단장 kasab0@korea.kr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 itspolitics@naver.com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myoungrrang@hanmail.net

김동림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369555@naver.com

김랑희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정책팀, 민주노동자연대 활동가 rang2ya@gmail.com

김산옥 이주여성쉼터 juaini@daum.net

김선수 변호사, 민변회장 yeominlaw@hanmail.net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 wioeh@hanmail.net

김인재 인하대 법과대학 교수 ijkim0248@gmail.com

김명신 서울시 의원/ 전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kjmskjms@gmail.com

김중섭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진주인권회의  kimjs0727@naver.com

김철효 시드니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 chulhyokim@gmail.com

김칠준 변호사,민변 부회장 totoro-777@hanmail.net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hmkim2@yonsei.ac.kr 

김화용 옥인콜렉티브  circuswoman@paran.com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aikorea@gmail.com

나영정(타리)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 taripink@gmail.com

나영희 전 국가인권위 인권교육본부장 advancement21@hanmail.net

남영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kumbokju0324@hanmail.net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dmno@kihasa.re.kr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khee@kwdimail.re.kr 

문은영 제주여성인권연대 wenyinying@hanmail.net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jymoon@sogang.ac.kr

민경배 경희 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mail@m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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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임원  

박은정 인권재단 이사장 ujpak@snu.ac.kr

권태선 인권재단 이사 kwonts@hani.co.kr

김선주 인권재단 이사 47sunjoo@hanmail.net

김영환 인권재단 이사 ffrreeid@naver.com

김원기 인권재단 이사  wkkim@cubepartners.co.kr

김준묵 인권재단 이사 kukmul88@hanmail.net

선미라 인권재단 이사  msun@hklaw.co.kr

이성훈 인권재단 상임이사 alee7080@gmail.com

이승우 인권재단 이사  leesw45@hanmail.net

임정근 인권재단 이사  socio@khcu.ac.kr

정미화 인권재단 이사  ns1110@hanmail.net

하승창 인권재단 이사 ourchang@hanmail.net

강희원 인권재단 감사  hwkang@deloitte.com

정경수 인권재단 감사 smjks@sookmyung.ac.kr

  

인권재단 사무처  

정선애  인권재단 사무처장  designsun21@naver.com

노미선  인권재단 커뮤니케이션 팀장  rohmi07@naver.com

태영선  인권재단 총무.회계 간사  sunno2@naver.com

  

자원활동가  

김남석 인권재단 인턴  nspoet@naver.com

김두미 인권재단 인턴  tingguda@snu.ac.kr

김현정 인권재단 인턴  khjkhj1230@naver.com

김혜림 인권재단 인턴  hyerim0203@naver.com

박문경 인권재단 인턴  sweetilis.mk@gmail.com

박윤지 인권재단 인턴  bebe0924@hanmail.net

이수진 인권재단 인턴  barun718@cyworld.com

전수진 인권재단 인턴  sjsjsj.j@gmail.com

조인완 인권재단 인턴  inwancho@umich.edu

이은희 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위원 ehdrum@hanmail.net

이정강 인권위 광주지역 사무소 소장 wc119@humanrights.go.kr

이정민 옥인콜렉티브  yijoungmin@hotmail.com

이정은 성공회대 연구교수 manimje@gmail.com

이주영 옥인콜렉티브  jooyounglee25@gmail.com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lts1115@kkot.ac.kr

임소연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sowha1004@nate.com

임재홍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 chlim@yu.ac.kr 

장주영 변호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juyjang@hanmail.net 

정강자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jungkangja@hanmail.net

정연순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skynsea01@gmail.com

정영선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achimnara@jbnu.ac.kr

정정훈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chungxun@gmail.com

진시우 옥인콜렉티브  shiujin@hotmail.com

차혜령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cha.hyeryeong@gmail.com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immacoleta@naver.com

최소연 테이크아웃드로잉 디렉터 takeoutdrawing@hanmail.net

최순영 제주여성인권연대 sz0528@hanmail.net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상임위원 yachoi70@hanmail.net

최원근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 frchch@gmail.com

최은경(토리) 서울대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박사과정 /여성주의 의료생협활동가 passiomate@gmail.com

최현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nuni85@jejunu.ac.kr

하승우 지행네트워크 anar00@hanmail.net

한상희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shan59@naver.com

한용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jevidence@nate.com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sanpohong@gmail.com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tentandavia@naver.com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sungsooh@gmail.com

황인석 미래 M&B 단행본 팀장 wildmuzi@miraemnb.com

황정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운영팀장  cheongy118@nhrc.go.kr

 

특별참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장휘국 광주시 교육위원 /광주시 교육감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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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회의 / 2009.07.21(화) 사회권의 위기와 대안적 경제사회패러다임의 모색  

○ 사회권 라운드테이블, <존중받는 삶을 위한 학습-노동-복지의 선순환>

-.  내용 : 학습-노동-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적 과제와 쟁점 도출, 이를 후속연구로 심화시켜 2010년 제주인권

회의의 기조 구성

-. 1차 라운드테이블 / 2009.09.15(화)

: “사회권의 위기와 대안적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모색” 발제 /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2차 라운드테이블 / 2009.11.24(화) 

: “위기사회와 학습권: 사회권으로서의 학습의 조건과 교육정책에 대한 함의” 발제 / 한숭희(서울대, 교육학)

-. 3차 테이블 / 2010.01.12(화)

: “사회통합을 위한 고용-빈곤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제 / 전병유(한신대, 경제학)

○ 사회권지표(노동권 분야)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내용: 한국에서 노동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수적 지표 범주와 key indicator를 도출, 이후 지속 연구를 통해 한

국 내 사회권의 현 수준과 추이를 객관화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사회권 보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함. 

-. 2009.11.03(화) 15:00~18: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 

: “사회권으로서의 ‘고용의 질’ 지표개발 및 평가” 발제 / 방하남(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0 제주인권회의 기획위원회

기획위원  강곤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편집인

 김민아 국가인권위 인권교육담당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여진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장

 정연순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정정훈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최소연 『테이크 아웃 드로잉』 디렉터

 좌세준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영환 한국인권재단 이사, 회계사

 정미화 한국인권재단 이사, 변호사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기획회의 운영 내용

-. 1차 기획 회의 / 2010.03.25(목) 제주인권회의 기획 방향 설정

-. 2차 기획 회의 / 2010.04.05(월) 대주제 및 세션 주제, 회의 운영방식 논의

-. 3차 기획 회의 / 2010.04.22(목) 기획위원별 주제 기획 공유, 논의

-. 4차 기획 회의 / 2010.05.06(목) 전체 주제 선정. 사회권 주제 집중 논의

-. 5차 기획 회의 / 2010.05.13(목) 세션별 주제 확정, 사회권논의 국제동향 

-. 라운드테이블 발표자 모임 / 2010.07.22(목) 각 발표문 초안 검토 및 진행관련 논의

인권재단 사회권 관련 사업 진행 경과

○ 사회권의 목표와 전략 기획팀 운영

-.  내용 : 사회권의 목표와 전략을 제대로 의제화히기 위하여 구성, 2010 제주인권회의 대주제와 세부논의의 흐름 

기획

-. 1차 회의 / 2009.01.21(수) 지금 시기 우리사회에서 사회권 논의가 갖는 의미와 전망

-. 2차 회의 / 2009.02.23(월) 사회권에 관한 분야별 의제 (학습, 노동, 복지 중심)

-. 3차 회의 / 2009.03.04(수) 노동을 매개로 한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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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 분들

김원 / 인권재단 기빙클럽 휴먼소사이어티 회장,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어려운 날에는 인권재단의 뿌리가 되고, 궂은 날에는 우산이 되고, 쨍한 날에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후원회장님입니다. 이번 제주인권회의에서는 하나되는 어울림의 자리를 위해 만찬 

비용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우혁 / 타이포그래퍼

그래픽디자이너, 타이포그래퍼로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입니다. 이번 제주

인권회의를 위해 기꺼이 자료집 디자인에 발 벗고 나서 주셨습니다. 예술가의 터치를 통해 ‘인

+권’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 자유로운 상상의 영역이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하우즈 크리에이티브 

제주인권회의를 상징하는 얼굴이 생겼습니다. 하우즈 크리에이티브 이성용 대표님 이하 서은

숙 실장님과 조은정 대리 님 등 직원분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오렌지빛깔의 제주인권회의 로고

가 탄생했습니다. 옳음과 긍정을 상징하면서도 불완전하고 동적인 ‘원’ 모양은 의견의 조율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색감만큼이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노고와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여민회 타악기 퍼포먼스팀 “수두락(手頭樂)” 

제주여민회 내 여성문화팀의 하나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삶의 활력을 찾고

자 하는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2009년도에 결성되었고 열정 하나로 수두락

하게 모인 타악기 퍼포먼스팀입니다. 직장과 가정의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

개어 활동하는 멋진 여성분들로서 지난 '제주 여성 영화제'에 개막식에 첫 공

연에 이어 이번 제주회의 개막 공연을 멋지게 준비해주셨습니다. 조매경, 김

계란, 고복희, 고현정, 홍정애, 조인숙, 오은경 일곱 분의 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원활동가

수개월에 걸친 준비과정부터 행사 진행까지 모든 작업이 이들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인권재단의 보물, 자원

활동가 9명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애정을 전합니다. 

김남석         김두미         김현정         김혜림         박문경         박윤지         이수진         전수진         조인완

한국인권재단과 함께하는 사람들

한국인권재단 임원진

고문 최영도  반도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국가인권위 위원장

 박경서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前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한상진 사회이론연구소장

이사장 박은정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상임이사 이성훈 

이사 권태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김선주 언론인

 김원기 큐브 파트너스 대표

 김영환 양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준묵 미래 M&B 사장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선미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승우 군장대 총장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 변호사

 하승창 前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감사  강희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정경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휴먼소사이어티 (기빙 클럽)

회장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부회장 강금실 법무법인 원 변호사

부회장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사무처

사무처장 정선애

커뮤니케이션팀장 노미선

총무・회계간사 태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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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요 사업 소개 

인권연구 부문 - “인권연구의 싱크탱크가 됩니다”

제주인권회의, 기업과 인권 포럼, 사회권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인권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인권활동가, 전문 연구자, 정책 담당자, 기업 담당자 등이 사

회적 대화를 통해 인권에 기반한 담론과 의제를 생산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권교육/리더십 양성 부문 - “인권교육과 리더십 양성의 산실이 됩니다”

인권아카데미, 대학(원)생 유엔인권이사회, 인권교육 전문가 포럼, 이주배경 아

동/청소년의 학습권 증진 사업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내의 

인권 리더를 양성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인권의제와 제도를 기반으로 인권의 시

각을 넓히고 국제기구 및 NGO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

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인권문화 부문 - “인권문화의 씨앗주머니가 됩니다”

생활인권캠페인, 인권홀씨상 시상, 인권도서 출판 지원 등을 통하여 인권의 감

수성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차이를 인정

하고 다양한 공존법을 익히는 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인권문

화를 확산합니다.

한국인권재단 소개

1999년 유엔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한국인권재단은, 인권 가치를 확산하고 인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류, 소통, 연대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비영리 민간재단입니다.

인권친화적 가치와 문화에 기반한 

열린 공동체 

인권연구, 담론의 심화와 인권교육증진을 통한 

인권친화적 문화와 제도의 실현 

인권연구

제주인권회의

사회권연구

기업과 인권 연구 

인권교육

인권 아카데미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인권교육 전문가 포럼 

인권리더십 양성

인권리더 국내외 연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학습권 증진

인권단체 및 활동가 지원 

인권문화 확산

생활인권 캠페인

인권홀씨상 시상

인권도서 출판 및 보급 지원 

인권친화적 가치와 문화에 기반한 열린 공동체 

주요사업영역 

비전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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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중요한 사회 가치로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 합니다. 

2010 제주인권회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