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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自由)를 향한 공생(共生)의 염원(念願)*

-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1989) 모색에서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2011) 탐조까지 -1)

金 福 基
**

“지조(志操)란 것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趙芝薰, 지조론(志操論)]

一. 직시(直視)

  “구조적인 실업이 존재하고 또한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는 불평등구조 속의 특

정계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도대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가?”(“고용보장의 법적 구조에 관한 시론 -그 이념적 방향정립을 위한 서설적 모

색-”, 93면)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은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하위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고 해서 과연 이에 따른 구체적 권리

성이 확보되고 또한 이 권리를 기초로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유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109면)

  적지 않은 경우 李興在 선생님의 글은 이렇듯 물음으로 시작한다. 선생님의 사

 * 이 글은 이흥재 교수님의 정년에 즈음하여 교수님의 사회보장법 관련 논문들을 기리

며 쓴 글이다. 각주에 나타냈듯이, 본문 중 직접적인 논문 소개 형식을 취하지 않은 

부분도 그 대부분이 교수님의 글에서 인용한 내용임을 확인삼아 밝혀 둔다.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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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법 관련 논문들을 읽으며 접하게 되는 무수한 질문들은 때로는 화두(話頭)

처럼 들리고(“법률지식은 ‘상품’인가 ‘공공재’인가”1)), 때로는 탄식(歎息)에 가깝다

(“세계인권선언이나 ILO의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들, 그리고 사회보장법 … (중략) 

… 그것들은 어쩌면 인류사회의 “먹이사슬 구조”를 짐짓 위장하려는 假面의 法術

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 ?”2))

  현실에 대한 냉엄한 직시로부터 글쓰기는 시작되고, “분바른 가면”3)을 벗기며 

던지는 질문들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하여 법

률을 공부”4)한다고 말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한번 더 자문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줄곧 눈을 치켜 뜨고 있지 않은가.”

(“법률구조와 사회보장”, 395면)

二. 현실(現實)

  “빈곤 및 질병과 공포로부터의 해방”은 인간들이 꿈꾸는 이상사회의 영원한 지

표이며, 이러한 절대명제(絶對命題)를 상대적 수준(相對的 水準)에서나마 다양한 

방법론으로 해결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나

타난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

도의 뒷받침으로서 등장한 일련의 법체계가 사회보장법(社會保障法)이다.5)

  그러나 사회보장법의 이상(理想)과는 달리 지금도 세계도처에서 굶주림과 영양

실조, 전쟁 등으로 수많은 인간의 생명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생활상의 기본수요가 절실한 계층이 오히려 법규정과는 관계없이 실

제로는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처해 있는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6)

  고용보험법이 아직 제정되기 이전인 1990년,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에 관한 중추

1) “법률구조와 사회보장”, 387면.
2)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222면. 각주에서 문헌 인용시 부제는 생략하기

로 한다(이하 같음).
3)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와 문제점”, 262면.
4) “법률구조와 사회보장”, 387면.
5)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222면. 
6) 앞의 논문, 222-223면; “신자유주의와 복지행정의 법이론”,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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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수급권의 렌즈를 통하여 본 한국사회의 성격은 ‘구조

적인 2중의 불평등사회’였다(“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보장의 불평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1990)). 이 논문은 생활상의 수요가 긴박하고 절실한 계

층이 도리어 보장의 범위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 즉 소득이 안

정되고 높은 계층일수록 사회보험수급권의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오히려 소득이 

불안정하고 낮은 계층일수록 그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이른바 소득역진적인 보장

의 불평등구조가 존재하는 법 현실7)을 지적하고 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및 고용보험법의 시행(1995

년)으로 4대사회보험체계는 형식적으로 완비된 이후의 시점에서 이른바 ‘선진 한

국사회’의 사회보험수급권의 실질적 보장정도가 재점검되었다(“사회보험수급권 범

위에 관한 재검토”(2010)). 그 결과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는 적어도 적용범위에 

있어서 법 규범상으로는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으나,8) 법령상 규정과는 달리 

운용 면에서는 그 인적, 물적, 비용 및 접근 범위가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엄연한 

현실을 확인하였다.9) 구체적으로 건강 및 소득보장이 절실한 계층인 비정규근로

자 내지 도시영세민과 농어촌주민 등이 공무원 및 교직원이나 기업의 정규근로자 

등 안정근로자에 비하여 사회보험수급권 보장범위에서 오히려 사실상 축소 내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소득 역진적 불평등구조’의 경

향은 20년 전에 비하여 외형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실제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10)

  이렇듯 사회보장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실이 투영된 ‘결정체’(結晶體)로서의 사

회보험법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성격은 실질적 불평등사회임을 부인하기가 어려

우며,11) 이러한 법 현실에 사회보장법의 이상은 아득해지고 “누구를 위한 사회보

장법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12)

 7)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240면. 

 8) “사회보험수급권 범위에 관한 재검토”, 205면.

 9) 앞의 논문, 223면.
10) 앞의 논문, 224면.
11)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241면; “사회보험수급권 범위에 관한 재검토”, 

224면 참조.
12)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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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탐조(探照)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생성과 전개에 관한 지속적인 입법사적 고찰(“사회보험

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보장의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1990), “노동

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1999),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 -‘전

문집단 헌신’ 주도 속의 ‘국민저항과 집권층대응’의 ‘정치적 산물’-”(2011) 등)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보장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

수급권의 실효성”(1999), “신자유주의와 복지행정의 법이론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실효성의 검토를 중심으로-”(1999) 등)는 바로 이러한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현실

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접근방법이자, 무엇보다 입법방향 제시의 선결요

건인 문제 요인(要因) 규명에 필수적인 작업이었다.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사회보장법의 이념은 세계적으로 통일적 경향을 갖지

만, 그러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기초는 각 국가의 ‘지정학적 역사문화

의 풍토’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실효성 정도는 

각 국가의 풍토에 따라 다양한 특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13) 사회보장법형성

과 그 입법풍토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

적 특징을 추출하여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연구된 “사회보장

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 -‘전문집단 헌신’ 주도 속의 ‘국민저항과 집권층대응’의 

‘정치적 산물’-”(2011)은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형성구조의 풍토적 특징을 “국민저

항과 집권세력대응의 정치적 산물인 사회보장입법이 사회보장지향 전문집단의 연

속적인 헌신적 노력으로 제정되지만 경제우선주의와 비용부담 및 전달체계 취약

구조로 인해 명목적 편의규정에 머물다가 1987년 헌법(민주정치와 경제성장의 동

반결실) 이후 시민혁명의 요구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규범적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14)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 확보 문제 역시 좁게는 개별적 사회입법의 구체적 내

용 및 입법방식, 그리고 법집행기관의 성격과 재판기능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넓게

는 기본권 보장의 현실적 기초 및 규범의식과 헌정질서의 성격 곧 헌법문화의 수

준과 같은 법풍토의 영향에 따라 기본적으로 좌우될 수 있다.15) 이른바 헌정 50년

13)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 382면.
14) 앞의 논문, 383, 397-408면.
15)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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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은 상황에서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적 보장의 여부 및 그 보

장의 수준을 살펴본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1999)은 민주헌정 

발전의 맥락 속에서 사회입법사를 고찰하는 것을 씨줄로 삼고 또한 민주헌정 진

행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경향을 검토하는 것을 날줄로 삼아 그 실효성 

보장의 기본요인과 판례의 기능을 살펴보고 있다.16) 이 논문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을 위한 사회입법의 실효성 보장에는 총체적으로 보아 민주헌정의 정착화 정

도와 일정규모의 경제성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화된 노동세력의 운동역

량이 그 관건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입법재량론과 국가재

정의 정책적 고려에 치우쳐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적 보장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

하고 있지 못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17) 

四. 모색(摸索)

  우리나라 사회보장입법의 전개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입법전개 과정

에 사회보장 기본원리보다는 정부주도에 의한 정치논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였다

는 점이다.18) ‘법제정의 졸속성과 명목적 행정편의성’19)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입

법형성상의 특징은 바로 우리나라 사회보장 불평등구조의 첫 번째 요인이자20) 사

회보험 운영의 비민주성․비효율성이라는 문제점을 낳게 한 원인21)이기도 하다.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를 압도한 정치논리의 지배, 사회보장 재정에 있어서 국가의 

중립주의(소극주의) 및 입법원리상 하향적(下向的) 보편주의 역시 불평등 보장구

조의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2)

  사회보장수급권보장의 불평등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 모색은 바로 이러한 

16) 앞의 논문, 109, 126면.
17) 앞의 논문, 125-126면.
18)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242면; “신자유주의와 복지행정의 법이론”, 57

면;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 401-403면 참조.
19)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 401면.
20)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242면.
21) “신자유주의와 복지행정의 법이론”, 63-64면.
22)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242-243면; “신자유주의와 복지행정의 법이론”,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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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보장구조의 요인을 제거하는 구조적인 개혁정책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수

급권보장의 평등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의 입법원리가 상

향적(上向的) 보편주의, 사회보장재정의 국가적극주의, 국민주도의 참여주의를 지

향하는 구조적인 개혁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23)

  사회보장재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이러한 입법정책과 관련하

여, 자유경쟁원리에서 비롯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성 원리를 

기초로 등장한 복지국가가 도리어 자유경쟁원리에 의한 극복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작금(昨今)의 현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24) 복지국가위기론에 대한 신자유주의 

논의와 우리 사회보장법과의 의미관련성을 평가한 “신자유주의와 복지행정의 법

이론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실효성의 검토를 중심으로-”(1999)는 선진국에서 제기

되고 있는 그러한 논의가 그 역사적․사회적․정치문화의 배경이 전혀 다른 특히 

제3세계와 분단국인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다

른 하나의 ‘지적 테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는 

전제요건 자체를 결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들 나라

들에서는 선진국에서 말하는 시장경제원리 내지 자유권 자체가 제대로 뿌리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25)

  한편 법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장수급권의 불충분한 보호는 사회보장수

급권을 단순히 법률 차원의 협소한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즉 사

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그 법리적 근거로서 사회법원리에 입각

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기본권 이론이 적극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6)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접근한 대표적 예인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1989)은 장애인 

기본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지만, 장애인 인

권의 법이념적 기초는 근원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장애인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에 관한 시론을 전개하

고 있다.27) 앞에서 소개한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1999)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28)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관심

23)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243면. 
24) “신자유주의와 복지행정의 법이론”, 53면.
25) 앞의 논문, 53-54면. 
26)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11, 14면 참조.
27) 앞의 논문, 14면.
28)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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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형성과정을 제헌헌법의 정신 즉 사회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국민이익균점’사상의 부활과정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도 잘 나타난다.29) 건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생활무능력자의 국가적 보호는 역사적 현실적 보장

기초를 결여하고 있었으므로 그 실효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척박한 법풍토에서 

이념의 씨앗이라도 고사하지 않도록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 내야 하는 태생적 숙

명을 안고 있었다.30)

  재산권 존중의 시민법원리가 사회권 보장의 사회법원리를 실질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구조31)하에서 사회법원리에 입각한 독자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산업재해의 업무수행성 판단기준을 과

실책임주의에 근거한 사용자의 지배관리성의 관점에서 피재 근로자에 대한 생활

보장책임의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

한 판례의 경향 -판례요지의 쟁점별 정리를 중심으로- ”(2000), 대학 내 장애인 편

의시설 문제를 계약관계상 배려의무 위반 여부라는 사법적 관점이 아니라 장애인 

교육시설 접근권 위반 여부라는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장애인의 교육시

설 접근권 -서울지방법원 2002. 6. 21. 선고 2001가단76197 판결-”(2007),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의 성격을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체계적 관련구조에

서 조명하여 유족보상금을 손실보상이 아니라 사회보험수급권으로 파악한 “공무

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의 성격”(2008)은 모두 그러한 인식에 입각한 구체적 모색 

작업의 결과들이다.  

五. 시선(視線)

  장애인의 삶의 질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실질적 민주화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32)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또 다른 의미에서 ‘긴박하고 절

실한’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계층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법학적 논의가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던 1980년대 말에 발표된 “장애인

29)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 410면.
30)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110면.
31) “법률구조와 사회보장”, 395면.
32) “장애인 이동권”,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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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사회법적 보장”(1989)은 ‘장애의 사회성’ 시각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의 사

회법원리 및 장애인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를 밝히고 있다.33) 구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자유는 물론 근로활동을 비롯한 적극적

인 사회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초이자 전제가 된다. “장애인 이동권 

-헌법재판소 2002.12.18. 2002헌마52결정과 대법원 2005.1.28. 2004다58338 판결을 

중심으로-”(2006)와 “장애인의 교육시설 접근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7. 26. 선

고 2001가단76197 판결-”(2007)은 헌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사회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 논의

를 전개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 역시 성숙사회의 또 하나의 실질적 

척도라 할 것이다. 그 필요의 긴박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령자의 사회보장수급권

의 실효적 보장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시점에 발표된 “고령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국민연금법과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2001)는 사회보장법상 

고령자가 어떠한 법적 지위를 향유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평가하고 장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고령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

한 본격적 준비를 하고 있다.34) 

  노동의 진정한 ‘향유’(享有)35)와 고용과 생활보장을 연결하는 이른바 노동복지

(work-fare)를 모색36)하는 길에 피재 근로자와 실업자의 삶의 문제가 놓여 있다.  

  오늘날 거대한 기계문명의 구조 속에서 자본축적을 위한 ‘인간의 도구화’로 빚

어진 과부하노동(過負荷勞動)은 근로자의 주체적인 인격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이는 산재사고, 과로사 등의 원인이 되어 도리어 일이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37) 산재보험 수급요건의 핵심개념인 업무상 재해의 해석과 그 인정기

준의 확립은 근로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피재 근로자의 산

재보험수급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법리적 측면이나 실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한 과제이다.38)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 -판례요지의 쟁점별 정

리를 중심으로- ”(2000)는 이러한 산재보험수급권의 근거규정을 실제 적용하는 판

33)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9면.
34) “고령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192면.
35) “고용보장의 법적 구조에 관한 시론”, 103-105면.
36)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127면.
37) “고용보장의 법적 구조에 관한 시론”, 96면. 
38)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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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그 현실적 의의가 크

며, “과로사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2001)은 과로사의 사회보장법적 보

호원리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판례의 과로사에 대한 인정기준을 검토하여 

그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39)

  내실있는 고용보험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연대적 공생원리를 바

탕으로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실

업자의 양산과 이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 그리고 빈부갈등으로 인한 사회분열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충실화는 사회안정을 

위한 필수조건 중의 하나이다.40)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고용보험법의 기본

원리와 문제점”(1998)은 실직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고용보험수급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하여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를 정립한 후 이를 준거로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개혁적인 정치풍토와 양분된 노동세력

의 존재를 공통배경으로 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 생성에 관한 비교입법

사적 연구(“고용보험법의 생성과 노동세력의 주장 -미국과 한국의 비교연구-”(1998))

와 실업자의 생활상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구성체계를 가진 카나다의 고용보험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구성체계 -카나다와 한국의 고용보험

법을 기초로 한 비교연구-”(2004)) 역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살아 있는 법’으로서 기능하는 고용보험법이 형성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

야 할 것인가41)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법적 보장, 즉 사회보장의 실체법이 완벽한 구조를 취하

고 있다 할지라도 사회보장수급권의 절차법적 보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보

장법은 허구화될 가능성이 짙다. 법률지식의 상품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구조가 권리구제제도에 그대로 반영된 ‘법원 앞의 불평등구조’를 국가개입

에 의하여 어느 정도 수정하여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려는 것이 사회보장의 기능

이라고 한다면, 법률구조제도는 종래의 ‘법률구조서비스’(legal aid service)에서 ‘법

률복지수급권’(legal welfare right) 보장으로 구조적 대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4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미래의 법률가들이 바람직한 법률가상을 모색하는 

39) “과로사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 184면.
40)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구성체계”, 285면. 
41)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와 문제점”, 248면.
42) “법률구조와 사회보장”, 392,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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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2000)43)에 실린 “법률구조

와 사회보장”(2000)은 저 높은 곳을 향해 눈을 치켜뜨고 있는 강의실의 학생들을 

고요히 바라보면서 그 동안 권리구제절차에서 사실상 소외된 저 낮은 곳의 경제

적 약자에게 부드러운 시선을 던지며44) 사회보장법의 시각과 지평을 넓히고 있다.

六. 지향(指向)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인 평등보장을 위해서는 다른 기본권의 보

장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정치․경제적 기초와 아울러 사상적 기초가 먼저 확립되

지 않으면 안된다.45)

  먼저 평화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개방적이고 평등한 민주정치가 정착되어야 

한다. 평화 없는 사회보장은 무의미하며, 군수복지국가(warfare-welfare state)는 진

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로 볼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통일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장기

적 전망에서 사회보장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46) 정치체계는 실질적으로 국

민 참여의 가능성이 평등하게 열려있는 개방적이고 동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적․정치적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만 한다.47)

  또 다른 선행과제 중 하나는 고용구조의 안정과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 경제

구조 및 공평한 조세제도의 확립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실질적 기초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정당한 분배구조의 확립간의 조화는 어려

운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만약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을 희생시킨다

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국가의 후퇴로서 사회보장의 위기를 초래할 것

이다.48) 인권의 논리는 경제의 논리를 제약할 수 있어도 경제의 논리가 인권의 논

리를 제약하여서는 안된다. 생존권의 구체화를 위하여 한 국가의 경제나 재정은 

오히려 사회보장의 실현․확보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49) 

43)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머리말” 참조.
44) “법률구조와 사회보장”, 395면 참조. 
45)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245면 참조. 
46) 앞의 논문, 245면; “신자유주의와 복지행정의 법이론”, 64면.
47) 金裕盛․李興在, 사회보장법, 76면.
48)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245-246면; “신자유주의와 복지행정의 법이론”,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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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완비된 사회보장법 체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하

고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회적 의식과 합의, 사회보장사상이 우리사회에 견고하

게 뿌리박고 있지 못하다면 그 법체계는 한갓 기술적인 대증수단(對症手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

리 사회 자체가 “상의상생(相依相生)관계에 있는 자율적 생명공동체”라는 주체적 

인식이 널리 공유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50)

  생명공동체사회의 사상은 인간․자연․사회를 “슬기(靈知)를 바탕으로 한 하나

의 생명통일체”로 파악하는 데에 그 요체가 있다. 공생(共生)의 연대적인 생명관

계가 사회의 본래적인 구조이다. 따라서 모든 생명관계는 평등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는 행위나 제도는 이러한 사회구조의 본

질에 반하게 된다.51) 인간은 모두 절대자유(絶對自由)의 평등주체(平等主體)이지

만, 육화(肉化)로 인한 탐욕 때문에 상대적 자유의 제약 속에서 갖가지 차별현상

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을 뿐이다. 사람답게 사는 올바른 길은 이같은 차별적인 

갖가지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본래의 절대자유의 평등주체로 나아가는 도정인 것

이다.52) 

  고용보장의 이념적 방향설정 역시 일과 삶을 바르게 향유할 수 있는 사회, 즉 

생명공동체사회의 전개에 두어야 하며,53) 인류가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는 사상이 

정착될 때에야 비로소 장애인 기본권 보장의 완전한 토대도 마련되는 것이다.54)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곧 인류가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는 깨달음

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명공동체사회의 이념적 전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과 사

회의 본질을 성찰하는 ‘깨달음의 교육’이 필수불가결의 전제요건이 된다.55) 각 개

인이 자신의 전체적인 삶의 과정을 깨닫지 못하면 그 어떠한 제도도 세계에 평화

와 질서를 가져다 줄 수가 없다.56) 

49) 金裕盛․李興在, 사회보장법, 65-66면.
50)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35면;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246면; 

“신자유주의와 복지행정의 법이론”, 64면; “고령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202면; “실

업급여의 수급자격과 구성체계”, 306면 등 참조. 
51) “고용보장의 법적 구조에 관한 시론”, 102면.
52) 앞의 논문, 102-103면.
53) 앞의 논문, 98면.
54)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35면.
55) “고용보장의 법적 구조에 관한 시론”,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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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광야(廣野)

  지리산 “쌍계사와 화개장터 사이의 마을”에서 태어나신57)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밤 고향의 산자락에 어린 이야기를 곡차에 담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 자

락들만 차곡히 쌓아 두었어도 동산 하나는 마련하였을 터인데, 우리는 아직 언덕

을 찾고 있다. 

  선생님께서 ‘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며 탈고하셨을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

토적 특징 -‘전문집단 헌신’ 주도 속의 ‘국민저항과 집권층대응’의 ‘정치적 산물’-” 

(2011)은 李陸史의 “꽃”으로 시작한다. 오랫동안 구상해 오신 ｢서울대 사회보장법

연구회｣ 주최의 ｢사회보장법 아시아포럼｣ 제1회 콜로키움58)에서 발표되기도 한 

이 글은 후학들에 대한 ‘격려사’(激勵辭)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보장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보장지향 전문집단의 헌신적 노력에 대한 ‘헌화

가’(獻花歌)였다. 경제개발우선주의, 정책결정자의 인식부족과 직업공무원의 관료

적 독선과 결정자의 몰이해와 같은 황량한 풍토에서 그들이 갖가지 고난과 굴욕

을 참고 견딘 것은 오로지 사회보장의 꽃을 피우기 위한 일념 때문이었다.59) 선생

님께서 본격적으로 사회보장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시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역시 한국의 사회보장법학은 사실상 황무지에 가까웠다. 

  ‘꺽이지 않은 부러진 펜’을 다시 묶고 ‘낯설은 모교’, 관악캠퍼스에 오신 선생님

께서는 ‘문학소년’의 꿈을 여전히 간직한 ‘청년기자’의 열정으로 관악에서, 북한산

에서, 또 지리산에서 막막하고 팍팍한 가슴들에 ‘혼(魂)의 씨앗’을 뿌리셨다. 사상

(思想)의 빈곤(貧困)이 아닌 실천(實踐)의 빈곤(貧困)을 탓하시면서,60) 엄정(嚴正)

하고도 따스한 눈빛으로 ‘깨달음의 교육’을 베푸셨다.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와 방향을 이미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1989)부터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을 규명한 “사

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 -‘전문집단 헌신’ 주도 속의 ‘국민저항과 집권층대

응’의 ‘정치적 산물’-”(2011)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첫 논의 내지 시론(試論)이었던 

글들을 통해,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의 개별 영역을 구체

56) 굴 에서 해방을, 14면.
57) 앞의 책, 옮긴이 소개 참조. 
58) 2011. 9. 1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서 개최.
59)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 405, 410면.
60) “고용보장의 법적 구조에 관한 시론”,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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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살피면서도 실정법의 피상적 고찰은 지양하시며 지속적으로 사회보장법이

라는 ‘법안’(法眼)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시도를 하셨고,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를 탐구하시면서 사회보장법의 기본방향은 

물론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통일복지국가와 ‘상의상생(相依相生)의 자

율적 생명공동체’를 제시하셨다. 이러한 지향점을 향한 의지와 정열은 ‘학문공동

체’ 정신으로 이어져 사회보장판례에 대한 본격적인 첫 공동연구집인 �사회보장

판례연구�(2010) 발간의 원동력이 되었고,61) 나아가 2011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창립의 밑거름이 되었다.62) 

  연구실에서, 산에서, 그리고 봉천사거리 어느 모퉁이 곡차집에서 선생님께서는 

구도심(求道心)과 같은 “정성”과 “확집(確執)”으로 고독하게 “신념”을 불태우셨고 

그렇게 스스로 “투쟁”하시며 ‘현장주의’를 실천하셨다. 

  “꽃맹아리“(李陸史, “꽃”) “큰 강(江)물” 되어 비로소 길을 열었으나 아직은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한(李陸史, “광야”) 지금, 선생님께서도 또 다른 광야

에 서셨다. 비록 우리가 파편화된 이기적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지만, 그 물든 피

에 연면히 흐르고 있을 상생적 공동체정신을 간직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부드럽게 응시한다면,63) 진정한 자유를 향한 “순일(純一)한 정신”은 

“가난한 노래의 씨”가 되어, 날리는 곳 그 어디에서건 그 향(香) 은은히 울려 퍼지

리라. 

61) 사회보장 례연구, “서문” 참조. 
62) 李興在․全光錫․朴志淳, 사회보장법, “머리말”(全光錫 씀) 참조.
63) “신자유주의와 복지행정의 법이론”, 64면; “법률구조와 사회보장”, 3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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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ings for Life-community towards Liberty

- From Finding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Light of Social Law”(1989) to Searching for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Law Formation in Korea”(2011) - 

Kim, Bok-Gi*

64)

  This humble article, marking his retirement from teach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School of Law, is dedicated to Professor Heung Jae Lee, and his sig-

nificant works on social security law. 

  The Korean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nd that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endeavor to promote so-

cial security and welfare. In relation to this clause, a number of statutes have been 

enacted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However, they have been criticized 

for being insufficient, from a substantial justice perspective, in protecting these wel-

fare rights.

  Clarifying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of Korean so-

cial security law and analyzing the actual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on, Professor 

Lee pointed out that the Korean social security law is based on structural inequality. 

Therefore, he argued that structural reform measures, including positive welfar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olve this problem and effectively guarantee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benefits. 

  Furthermore, he strongly suggested that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 and basic rights as sound ground for welfare rights, thus making an ap-

proach from a social law perspective rather than from that of a civil law in solving 

the problems of social security law. 

  Ultimately, he believes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long term 

improvement of Korean social security law to really share the idea of ‘life-commun-

* Constitution Research Officer,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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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y’ (society based on solidarity and communitarian life in harmony with nature) 

and put this idea into practice. 

  As a teacher, scholar and thinker, Professor Lee inspired many students on and 

off campus. His articles on social welfare not only made a pathbreaking contribution 

to social security law, but also will serve as a blueprint for implementing the law 

into reality. 

Keywords : Professor Heung Jae Lee, Korean social security law, right to social se-

curity benefits, formation of social security law, actual effectiveness of 

social security legislation, structure of inequality, welfare st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