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념기고>

“법은 큰 강이다. 그 강은 없는 자에게도 흘러야 한다.”*

- 이흥재 교수님 사회보장법 수업 인터뷰 자료집 분석 -
1)

車 城 安 外
**

<인터뷰 자료집 분석에 즈음하여>

  - 사회보장법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인터뷰의 가치

“이렇듯 법은 그 사회의 자화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투명한 거울인가 아니면 위선

의 얼굴을 감추는 분바른 가면인가?”1)

  법학에 있어 규범의 실효성, 법과 현실의 괴리, 명목적 입법 등이 문제되는 법 

영역은 여러 곳이 있겠지만, 사회보장법은 그 중에서도 특히 법의 실효성 확보 문

 * 1996년 첫 인터뷰 자료집의 제목으로 이후 대부분의 자료집에서 학생들에 의해 표제

로 사용되었다. 

** 이 글은 차성안, 구성훈, 김민형, 김재우, 박은석, 신연석, 정치원, 조상원, 최철규, 홍

원표, 홍효옥의 공동작업의 산물이다. 모두의 “사회보장법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의 인터뷰의 가치”를 집필한 차성안 박사는 ‘사회보장법연습’ 강좌가 처음으로 개설

된 2000년 2학기에 이 과목을 수강하며 직접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지금은 서울남부지

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저자들인 구성훈, 김민형, 김재우, 박은석, 

신연석, 정치원, 조상원, 최철규, 홍원표, 홍효옥은 이흥재 교수님의 마지막 학부수업

인 2011년도 2학기 ‘사회보장법연습’의 수강생들로서 교수님의 가르침 아래 지난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진 인터뷰 자료집들을 함께 분석하였다(구체적으로 ‘빈

곤’ 분야는 김민형, 신연석, 최철규, ‘장애’ 분야는 박은석, ‘노인’ 분야는 정치원, 조상

원, ‘아동·청소년’ 분야는 홍원표, ‘산업재해’ 분야는 구성훈, ‘의료’ 분야는 홍원표, 홍

효옥, ‘사회복지관련업무종사자’ 분야는 김재우가 각각 담당하였다). 편의상 후배들의 

인터뷰 자료집 분석 작업에 즈음하여 직접 경험한 인터뷰 수업을 둘러싼 이야기와 함

께 사회보장법학 방법론으로서의 인터뷰의 의의를 소개한 차성안 판사를 먼저 표기하

고, 나머지 필자들은 가나다순으로 표기하였다. 
1) 이흥재,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와 문제점”, 서울 학교 법학 제39권 제2호(1998),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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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는 대표적인 법영역이다.2) 사회보장법의 실효성의 

약화는 입법사적으로 볼 때 다분히 법률제정권자 내지 행정입법 제정권자에 의하

여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3)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입법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먼저 가장 솔직한 방식으로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임 또는 

구체적 사회보장 급부와 관련하여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피하고 “노력하여

야 한다”, “할 수 있다”는 등의 임의규정을 다수 두는 방식이 있다. 조금 더 우회

적이고 파악하기 힘든 방법으로는, 법률에서는 입법 목적,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에 관한 추상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 급여수준, 급여요건

은 시행령, 시행규칙 혹은 고시 등의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입법에서는 법률만 보면 상당한 수준의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는 듯하지만, 구체적

인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내려가면 그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회보장을 통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수급자들의 대부분이 그 보호 밖에 놓이

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내려가 뒤져

봐도 도무지 그 적용범위, 급여수준을 가늠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고시, 훈령, 예규 등의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 형식의 규범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더 확인이 힘든 사항은 적용범위, 급여수준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행하는 전달기관이 재량을 발휘하여 보장수준을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는 부분이다.

  사회보장법 분야에서 이와 같은 실효성 없는 명목적인 입법이 자주 행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경제발전과 사회정책의 균형을 

강조하는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의 초기 형성과정에서 거세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조봉암의 진보당, 4.19 이후 재등장한 사회대중당 등의 혁신계 세력의 성

격을 유럽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주도하였던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과 얼마나 

유사하게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4) 적어도 이들 세력이 빈곤, 의료, 

실업, 교육 등의 사회보장문제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1950∼60년대 경제개

2)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의 결여 문제를 입법사적으로 시대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고

찰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 연구로, 이흥재,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수

급권의 실효성”, 서울 학교 법학 제39권 제4호(1999), pp.109-127 참조.
3) 경제발전과 노동자 계급의 성장,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이를 반영하는 정치

세력의 성장 등의 조건이 결여된 채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초기 

사회보장입법 형성의 주된 동기로 작용한 탓이다.
4)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 성격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는 정당의 역사에 관하여는, 정태

영, 한국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역사  기원, 후마니타스,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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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전략과 사회보장정책의 조화를 보다 진정성 있게 고민했다는 점 정도는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1958∼59년 진보당이 해체되고 조봉암이 사형판결을 받고,5) 

4․19. 이후 등장한 혁신계가 7․29 총선에서 참패하고,6) 5․16. 이후에 거세당한 

이후(예를 들어 혁신계 입장을 대변했던 언론매체였던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에 

대한 사형판결7)) 한동안 한국 역사에서 사회보장 정책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정

치세력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박정희, 전두환 정

권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회보장입법은 숨은 사회보장전문가 그룹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8) 사회 하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

하기 위한 명목적 입법으로서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9)

  이러한 사회보장법의 명목적 입법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다른 법영역에서 

주된 위치를 차지하는 법해석학적 연구방법론은 사회보장법 연구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권리성이 약화되고 행정부의 시혜적 정책결정의 부산물

로서 제공되는 소액의 사회보장 급부와 관련하여 소가 제기되어 법원의 판례로 

남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하여 법정책학, 입법학, 법사회학 

등의 연구방법론이 사회보장법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 인터뷰를 통한 실

태조사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대표적인 한 형식으로서 사회보장법의 실질적인 규

범력, 즉 사회보장법 적용의 현실을 파악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10) 인터

 5) 이에 대하여는 재심이 개시되어 2011. 1. 20. 조봉암의 간첩 혐의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판결).

 6) 사회대중당 등 혁신계는 혁신계 내부의 분열과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내세

운 민주당으로 쏠린 민심 및 반공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해 7․29 총선에서 참의원과 

민의원 합쳐 불과 7석만을 당선시키면서 의회에서의 발언권 확보에 필요한 일정의석

을 얻는데 실패한다. 4.19 이후의 자세한 정치상황의 변화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한

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1983 참조. 

 7) 이에 대하여도 재심이 개시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재고합10 판

결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8) 사회보장입법 형성 단계에서 사회보장 전문가 그룹의 역할에 관하여는, 이흥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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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산물’”, 서울 학교 법학 제52권 제3호(2011. 9.), pp.381-414 참조. 그리고 ‘최

천송, 한국사회보장연구사,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1991’은 1960∼70년대 사회보장

입법 과정에 실제 깊이 관여하였던 이가 직접 집필한 자료로서 큰 가치가 있다.

 9) 다만 공무원연금법(1960년 제정), 군인연금법(1963년 제정) 등과 같이 정권의 유지 혹

은 중요정책의 실행에 필요한 충성, 복종, 협조, 지지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일부 사회보장입법은 상대적으로 높은 실효성을 가졌다.
10) 물론 인터뷰가 다른 법학 분야에서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소중희, “행정지도에 의한 물가규제”,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199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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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의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 즉 사회보장 요수급자가 되

겠지만 그 외에 사회보장정책 결정자, 사회보장급여를 전달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

하는 사람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장법 수업 시간에 이

루어진 10여 년에 걸친 인터뷰 기록은 법학연구방법론 혹은 법학교육방법론으로

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시도는 과거에도 있어왔다. 

특히 교수와 학생이 팀을 이룬 현장 인터뷰 등의 실태조사가 의미 있게 이루어진 

초기 예로 1959년 김진 박사가 서울법대 사회법학회 학생 30여 명과 함께 영월탄

광에서의 노동법규 준수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실태조사,11) 4․19. 이후 심태식 교

수가 경희대 법률학회 학생들과 함께 벌인 부산부두노동자의 임금 지불, 중간착

취, 십장 제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조사 등12)이 있었다.

  필자13)는 2000년 2학기에 개설된 이흥재 선생님의 사회보장법 연습 수업에서 

위와 같은 인터뷰방법론을 접한 경험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다른 대부분

의 수업에서 공부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조문의 해석에 관한 판례

와 학설을 섭렵하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에는 법사회학, 법정책학, 입법학, 법경제

학 등의 다양한 법학연구방법에 관한 논의가 널리 퍼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러한 다른 연구방법론을 직접 접할 기회 자체

가 많지 않았다. 필자는 당시 언론지상에서 문제가 되었던 섬유공장에서 근무하다

가 희귀암인 외이도선암에 걸려 사망한 정희양씨 사례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즉 소위 직업병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의 현실을 살펴보기

로 하였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수준의 각종 ‘규정’ 등을 토대로 직

업병 판정절차에 관여하는 기구 중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담당자”, “자문의”, “산

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직업병심의위원회”가 직업

물가관리를 위한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 방법론을 활용하여 행

정지도에 의한 물가규제의 실태, 문제점과 해석론적, 정책적, 입법적 개선방안을 검토

한 글로서, 법학에 있어 인터뷰 방법론이 법학연구의 지평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음

을 잘 보여주고 있다.
11) 이항녕, “노동법학계의 회고의 전망”, 법정 1960년 1월호(15권 1호)
12) 심태식, “≪ 조사보고≫ 부산부두노동의 실태 -사회조사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학적 인식을 목표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 경희법학, 1961년 1월호(3권 1호). 이

는 매우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실태조사였다. 전국 각항 부두노조의 십장에 의한 부

두노동자 착취문제는 1959년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기도 했다.
13) 이 부분(“사회보장법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인터뷰의 가치”) 집필자인 차성안 

판사를 말함(이하 이 부분에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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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판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인터뷰 대상을 물색하였다. 

당시 결과적으로 인터뷰를 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서울지사 3군데의 담당직원

들, 당시 직업병연구센터 강성규14) 소장 등이었고, 직업병연구센터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직업병심의위원회 회의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하

여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론, 입증책임의 전환 등 법해석학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여러 쟁점들이 실제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현실을 

살펴본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담당직원이 골라준 몇 개의 사안에 관하

여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서류만을 토대로 업무기인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자문

의, 직업병이 발병할 만한 다수의 사업장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역학조사 

기관, 업무기인성 판단에 필수적인 평소 작업환경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의 현

실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필자가 이후 사회보장법 기타 법학영역에서 작은 연구 내지 실

천을 기획할 때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여러 가지 인터뷰를 경험하였으나 

특히 서울대 장애인권연대사업팀이라는 학생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특수교육진흥법

에 따른 장애인특별전형을 통하여 서울대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을 인터뷰한 것이 

그 양과 질 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러한 실태조사 자료집15)을 통하여 장애

학생들이 대학 강의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학생 교육권 보

장을 위한 정책안을 마련하여 서울대학교 측에 요구하는 작은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고, 이를 계기로 나중에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신할 장애인교육지원법 입법안

을 설계하는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16) 다양한 유형의 장애학생들과 수차례에 

걸친 심층면접을 하고, 같이 생활하기도 한 경험은 이후 장애인 문제에 관한 연구

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최근에 장애인이 법원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글을 쓸 때에도 이러한 인터뷰 경험이 여러 해석론적, 입법론적 쟁점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17) 법학에서 인터뷰 방법론은 전통적인 법해

14) 이후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15) ｢2002년 서울대 장애인 학생 학업실태조사보고서｣, 서울대 장애인권연대사업팀, 2003. 2.
16) 차성안, “장애인 고등교육의 실태와 입법정책 방향 - 대학등에서의 교육을 중심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한 토론회 자료집 -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 장애인

교육권연대 2005. 7.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주도한 이러한 입법운동의 결과물로서 2007. 

5. 25. 법률 제8483호로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2008. 5. 26.부터 시행되었다.
17) 차성안, “장애인의 사법(司法) 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법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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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론의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입법적인 대안을 설계하는 것과도 자연스럽

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법이라는 법영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기타 특수직연

연금법 등의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소위 돈이 되는 분야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판례의 축적도 더디고 그로 인하여 법실무자와 법학자 양쪽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8) 사회보장법에 관한 연구나 실천은 많은 부분 

공익활동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사회보장 현실에 관한 인터뷰는 이러한 공익적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이자, 그러한 관심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수

단이 되기도 하는 듯하다. 우연인지 몰라도 2000년 2학기 사회보장법 연습 수업을 

들었던 6명의 수강생 중 5명은 이후 계속하여 꾸준히 서울대 내의 사회보장 연구

모임(‘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보장법 인

터뷰를 경험했던 모든 수강생들이 사회보장법을 자신의 주된 전문영역으로 삼지

는 않겠지만, 적어도 일말의 관심의 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는 있을 것이

다. 그런 의미에서 장차 법조인이 될 법학생, 특히 사법연수원생이나 법학전문대

학원 학생들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교육방법

으로서 인터뷰 방법은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다. 필자는 사법연수원에서 요구하는 

법률봉사 기간에 임대아파트 주민, 노숙인 쉼터의 입소자들과 인터뷰를 겸한 법률

상담 봉사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극심한 성적경쟁에 시달리는 사

법연수원 생활에서 사회보장법 문제에 관한 관심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

다.19)

공익과 인권 통권 제8호 (2010); 차성안, “장애인의 사법(司法) 서비스 접근권 입법방

안－법원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3집(2011), 법원도서관.
18) 다만 최근에 이르러 각 분야별로 많지는 않으나 일정한 판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공간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들 중 의미있는 판결들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소

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사회보장분야에 있어 의미 있는 대법

원, 하급심,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 관한 평석을 모은 단행본이 출간된 것은 의미가 깊

은 일이라 할 것이다. 이흥재 편저, 사회보장 례연구, 법문사, 2010.
19) 이준석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2년차 여름에 70시간 동안 실시되는 법률상담봉사활동과 

2년차 여름에 2∼3주간 진행되는 전문분야실무수습 활동이 사법연수원생들의 기존의 

공익적 관심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좋은 평가가 많았다고 한다(이준석, “사

법연수원 과정이 공익적 관심을 갖고 있던 예비법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법평

론 제6호, 전남대학교 공익인권센터, 2010, p.261). 

  위 연구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판검사임용 혹은 대형로펌 채용을 위한 사법연수원

의 성적경쟁에 매몰되면서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잃어 가는지 그 과정을 연

수원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사법연수생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잘 밝혀내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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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흥재 선생님의 사회보장법 수업에서 인터뷰 방법론이 최초로 시도된 것은 

1996년 2학기 사회보장법 수업이다. 필자는 2000년 2학기에 대한민국 최초로 개

설된 사회보장법 “연습” 수업시간에 이흥재 선생님으로부터 위 자료를 소개받고, 

다른 5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인터뷰를 시도하게 되었다. 1996년 인터뷰 모음집의 

제목은 “법은 큰 강이다. 그 강은 없는 자에게도 흘러야 한다”이다. 위 인터뷰 모

음집의 제목은 진폐노동자를 아버지로 둔 수강생이 제출한 글의 마지막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아버지의 탄광노동자로서의 고단한 삶, 진폐증 발병과 산업재해로 인

정받는 지난한 과정, 진폐환자회 회장 자리를 이어받아 진폐환자의 보상을 위하여 

벌이신 활동, 투병생활 등에 대한 회고로 인터뷰를 대신한 글이었다. 탄가루가 날

리는 탄광막장의 작업방식, 근로환경, 산재처리의 어려움, 산재 요양기관의 실태 

등등. 진폐증에 걸리진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병원에서 간혹 쓰던 일기

장에 법을 공부하던 아들에게 남겨준 짧은 글귀인, “法은 큰 江이다. 그 江은 없

는 자에게도 흘러야 한다.”가 그 글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4∼50명의 수강생들은 ‘1996학년도 제2학기 사

회보장법 요생활보호대상자 인터뷰 모음집’의 제목으로 그 구절을 쓰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2학기 사회보장법 연습시간에 작성한 인터뷰를 모은 자료집에 필자를 

포함한 수강생들은 “법은 큰 강이다. 그 강은 없는 자에게도 흘러야 한다 2.”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후 사회보장 현실에 관한 학생들의 인터뷰가 계속 이어져 약 15

년간의 한국 사회보장법 역사의 변화를 증언하는 역사적 자료로서 축적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척박한 사회보장법학의 현실에서 서울대 법과대학의 사회보장

법 수업을 이끌어 오신 이흥재 선생님과, 그리고 인터뷰를 함께 해준 수많은 수강

생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흥재 선생님의 지도하

에 이렇게 집적된 인터뷰자료집에 대한 분석이 사회보장법 수강생들에 의하여 이

루어져 한 편의 논문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회보장법 

수업에 있어 인터뷰의 전통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축적된 인터뷰 자료집이 사회

보장법연구의 연구자료로서 더 활발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전문연구자들

이 사회보장법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보다 적극적으

러한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관심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여서는 안 되고, 교육과정 구조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

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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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택하길 기대해 본다. 

I. 인터뷰 자료집 분석 목적

  사회보장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집은 지난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사회보장법 수업시간을 통해 작성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와 강의실 속 이론에서 벗

어나, 실제 사회보장대상자들을 찾아가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회보장의 현실을 담

아내고자 노력하였다. 15년간 상당한 자료가 축적된 오늘날, 우리는 이를 다시 되

돌아봄으로써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우선 인터뷰 자료집을 통해 드러난 당시 사회보장현실을 생생한 언어로 담아내

는 것이다. 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본 그 당시의 현실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이다. 15년간 기록되어온 사회보장의 현실을 가감 없이, 해설자

의 편견 없이 그대로 담아내어 재구성함으로써 변화양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

고, 현재와 비교해보아 해결된 문제들과 그렇지 못한 문제들을 상기할 수 있는 기

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인터뷰 태도에 대하여 탐구해봄으로써, 당시 학생들이 어떠

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보장현실을 바라보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른 누

구도 아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이 가진 문제의식은 당시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의 의식수준을 반영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추적하여, 

사회보장대상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변화 또한 엿보고자 하였다.

II.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1. 분석대상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회보장법 수업을 통해 발간된 

사회보장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집(이하 인터뷰 자료집)을 분석대상

으로 삼았다.

  전체 인터뷰는 227건(100%)으로 ‘노인문제’ 56건(24.7%), ‘장애문제’ 52건(22.9%), 

‘빈곤문제’ 55건(24.2%), ‘노숙문제’ 7건(3.1%), ‘산재문제’ 15건(6.6%),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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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문제’ 11건(4.8%)으로 나타났다.

1996 2000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인터뷰 

건수(%)

49

(100)

5

(100)

10

(100)

13

(100)

14

(100)

13

(100)

23

(100)

11

(100)

40

(100)

49

(100)

227

(100)

인

터

뷰 

주

제

노인

문제

17

(34.7)

1

(20)

1

(10)

8

(61.5)

3

(21.4)

4

(30.7)

2

(8.7)

2

(18.1)

8

(20)

10

(20.4)

56

(24.7)

빈곤

문제

3

(6.1)

1

(20)

4

(40)

2

(15.4)

6

(43)

0

(0)

7

(30.4)

5

(45.5)

12

(30)

15

(30.6)

55

(24.2)

장애

문제

7

(14.3)

1

(20)

3

(30)

2

(15.4)

2

(14.3)

4

(30.7)

9

(39.1)

3

(27.3)

8

(20)

13

(26.5)

52

(22.9)

산재

문제

8

(16.3)

2

(40)

1

(10)

0

(0)

1

(7.1)

0

(0)

0

(0)

0

(0)

2

(5)

1

(2)

15

(6.6)

아동

문제

8

(16.3)

0

(0)

0

(0)

0

(0)

0

(0)

2

(15.4)

1

(4.4)

0

(0)

0

(0)

0

(0)

11

(4.8)

노숙

문제

0

(0)

0

(0)

1

(10)

0

(0)

1

(7.1)

1

(7.8)

0

(0)

0

(0)

0

(0)

4

(8.2)

7

(3.1)

의료

문제

220)

(4.1)
0

121)

(10)
0 0 0 0 0 0

3

(6.1)

6

(2.6)

기타
6

(12.3)

0

(0)

0

(0)

1

(7.7)

1

(7.1)

2

(15.4)

4

(17.4)

1

(9.1)

10

(25)

3

(6.1)

26

(11.1)

2. 분석방법

  인터뷰 자료집을 통해 드러난 사회보장대상자들의 현실과 면담자들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보장대상자들의 현실은 빈곤/장애/노인/아동․청소년/산재/의료/사회복

지관련업무종사자들을 통해 본 사회보장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

보장대상자들이 처한 현실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

하였으며, 최대한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면담자들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는 빈곤/장애/노인/아동․청소년/산재/의

료/사회복지관련업무종사자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면담자들의 인식 및 태도

가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20) “구산동 산 61번지”, “의료의 사각지대”는 빈곤과 중복.
21) “의료급여수급환자와의 이야기”는 빈곤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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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회보장대상자들의 현실

1. 빈곤

  (1) 빈곤의 원인  

  빈곤 원인의 유형을 크게 경제적 이유/사고 및 질병/가족단절로 나누어 살펴보

았고, 복수의 원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빈곤의 원인을 추적해 본 결과 

‘사고 및 질병’이 31건(52.5%), ‘가족단절’이 20건(34%), ‘경제적 이유’가 8건(13.5%)

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원인이 중복된 경우도 10건(17%) 있었다. 

1996 2000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인터뷰 건수 3 1 5 2 7 1 7 5 12 19 62

대상자22) 3 2 4 3 6 1 8 6 10 21 64

빈

곤

의

원

인

불명확 1 0 0 0 2 0 1 3 3 3 13

합계

(%)23)
2

(100)

2

(100)

5

(100)

5

(100)

5

(100)

1

(100)

8

(100)

3

(100)

9

(100)

19

(100)

59

(100)

사고

질병

2

(100)

2

(100)

3

(60)

2

(40)

2

(40)

0

(0)

6

(75)

2

(66.7)

5

(55.6)

7

(36.9)

31

(52.5)

가족

단절

0

(0)

0

(0)

2

(60)

1

(20)

3

(60)

0

(0)

2

(25)

1

(33.3)

3

(33.3)

8

(42.1)

20

(34)

경제적 

이유

0

(0)

0

(0)

0

(0)

2

(40)

0

(0)

1

(100)

0

(0)

0

(0)

1

(11.1)

4

(21)

8

(13.5)

  ‘사고 및 질병’의 경우 면담대상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빈곤문제를 초래

하여, 빈곤문제와 장애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저는 걷지를 못해요, 근이완증이라 하는데, 병원에서는 희귀병이라고 해서 치료

약도 없고, 수술방법도 없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3∼4명 정도만이 걸리는 병이

래요. (중략) 저희 큰 딸은 정신분열증으로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았구요, 작은 

딸은 정신분열증 증상이 조금 심해서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았어요.” (이현지, 

22) 인터뷰 중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도 있음.
23) 빈곤의 원인이 복수인 경우 복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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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의 현재, 그리고 미래”, 2008, p.85)

  ‘가족단절’의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도 있었으며, 다른 가족구성원의 가출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도 있었다.

“이혼 후 아이 셋을 혼자 키우게 되면서부터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시 남

편 혼자 일하고 있었고 나는 무직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거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힘들었다.” (김태양,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의 인터뷰”, 2011, p.94)

“아이들의 어머니는 오래 전에 가출했고, 부인을 찾으러 간다며 아버지도 집을 떠

났는데 1년 정도 연락이 되다가 끊긴지 4년째라고 하셨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오래고 친척이 아무도 없어 (중략)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

새롬, “작고 늦지만 희망을 이야기하며”, 2005, p.110)

  IMF, 사업실패 등 ‘경제적 이유’가 빈곤의 원인이 된 경우도 있었다.

“중국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했었지. (중략) 근데 일하던 집 사정으로 다른 중

국집으로 옮기고 난 후 그놈의 IMF인가 뭔가가 터졌지 모야. (중략) 재료값은 오

르지 손님은 줄지 안 망하고 배겨? 다니던 중국집이 망하고 새 직장을 찾으려고 

애를 써 봐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안 받아주더라구.” (안경수, “서울역의 한 노숙

자와의 인터뷰”, 2007, pp.85-86)

  (2) 주거

  각 연도별로 면담 대상자들의 주거현황을 자택/전․월세/임대아파트/쪽방․판잣

집/노숙/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거현황의 경우 전체 44건(100%) 

중 ‘전․월세’가 15건(34.1%), ‘쪽방․판잣집’ 11건(25%), ‘노숙’ 8건(18.1%), ‘임대

주택’ 7건(16%), ‘자택’ 2건(4.5%), ‘사회복지시설’이 1건(2.3%)로 나타났다. 주거

현황의 연도별 변화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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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000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인터뷰 건수 3 1 5 2 7 1 7 5 12 19 62

대상자 3 2 4 3 6 1 8 6 10 21 64

주

거

현

황

불명확 1 0 1 0 2 0 1 5 2 8 20

합계

(%)24)
2

(100)

2

(100)

3

(100)

3

(100)

4

(100)

1

(100)

7

(100)

1

(100)

8

(100)

13

(100)

44

(100)

전․월세
0

(0)

0

(0)

1

(33.3)

2

(66.7)

2

(50)

0

(0)

5

(71.4)

0

(0)

1

(12.5)

4

(30.8)

15

(34.1)

쪽방판잣집
25)

2

(100)

2

(100)

1

(33.3)

0

(0)

0

(0)

0

(0)

2

(28.6)

0

(0)

3

(37.5)

1

(7.7)

11

(25)

노숙26)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2.5)

6

(46.1)

8

(18.1)

임대주택
0

(0)

0

(0)

1

(33.3)

1

(33.3)

1

(25)

0

(0)

0

(0)

1

(100)

2

(25)

1

(7.7)

7

(16)

자택
0

(0)

0

(0)

0

(0)

0

(0)

1

(25)

0

(0)

0

(0)

0

(0)

1

(12.5)

0

(0)

2

(4.5)

사회복지

시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7.7)

1

(2.3)

  면담 대상자들이 생활하는 주거환경의 경우 쪽방, 판잣집, 철거촌, 지하방, 단칸

방 등으로 상당수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의 방은 내가 1학년 대동제 기간에 이벤트로 열린 하루감옥체험에서, 약 5

분간 감금되어 있었던 0.75평 짜리 양심수용 감옥의 2배가 채 안 되는 크기였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딱 맞을 정도. 그런 방을 박 씨는 크다고 했다. 이 방이 여기에

서 큰 정도면 나머지 방은 도대체 얼마나 작단 말인가?” (김린, “영등포 쪽방 동

네를 다녀와서”, 2000, p.107)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영등포역의 1평 남짓한 쪽방이었다. 습하고 빛이 잘 안 들

어오는 어두운 방에는 싱크대, 작은 냉장고와 간단한 세간이 전부였다. 바닥은 차

24) 주거현황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
25) 쪽방․판잣집 이외에 철거촌과 컨테이너 등도 포함.
26) 쪽방 등에 기거하는 노숙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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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시멘트여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했다.” (최서현, “영등포 쪽방촌 김 할머니

와의 인터뷰”, 2011, p.66)

  면담 대상자들이 전․월세, 아파트 관리비 등 주거비용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은 해소되지 않

은 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한달에 57만원 받고요. (중략) 이 집이 보증금 500에 월세 20이니까 37만원 가지

고 셋이서 살아보세요. 매일 눈물짜며 사는거지.” (이새롬, “작고 늦지만 희망을 

이야기하며, 2005, p.111)

“거의 반 이상이 주거비로 나가는데, 기초생활대상자들한테는 방도 좀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해주면 좋지. 주거비가 좀 더 저렴하다면,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니까.” 

(김화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목소리 듣기”, 2008, p.70)

“월세를 지원해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아니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대출할 때 대

출이자율을 낮춰주든지 혹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중

략) 그래서 전세금이나 보증금 마련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월세로 살아야하는

데 그건 또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러다보니 친정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강금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인터뷰”, 2010, p.57)

  반면, 빈곤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근로수입과 생계급여를 포함한 월 소득이 80만원) 월세로 20만 원 정도를 내

고, 그 외 관리비 등으로 10만원이 더 나간다. 임대아파트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중인데 언제 될지 막막하다.” (김아정․김진하,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빈곤층”, 

2004, p.45)

“제일 중요한 게, 주거가 너무 안정적이지 못해요. 영구임대주택 같은 건 그 자체

가 공급이 한정적이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반 전월세는 전월세금이 너무 비싸

요. 이 문제는 정말 시급해요. 아무래도 주거는 생활의 기초니까요. 임대주택이 

확대되어야 하고, 또 주택청약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기회를 

많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목찬수, 기초생활수급자와 등록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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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1, p.84)

  또한, 임대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빈곤계층이라고 낙인찍히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에서 ‘영구’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아이들(영구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

으로), 그들을 만나 보기로 했다.” (김대홍, “사회보장법 리포트”, 199627))

  (3) 근로

  면담 대상자들 중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속

해 있었다. 근로형태는 공공근로(취로사업 등), 재활근로, 사회복지시설 근로, 폐휴

지 수거, 파출부, 환경미화원, 식당일, 아르바이트 등으로 나타났다.

“권사님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까봐 변변한 일자리 대신 일부러라도 중학

교 화장실 청소와 같은 비정규직을 택하셨다. 그리고 파출부로 일하는 것도 동네

분들에게도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럼에도 파출부도 언제 끊길지 모르는 일자리인데

다, 학교청소도 방학 때는 못 받는 실정이라 방학 때가 두렵다고 하셨다.” (이새

롬, “작고 늦지만 희망을 이야기하며”, 2005, p.108)

“문: 할머님 하루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답: 나는 새벽 4시께 컴컴할 때 집에서 나와 보통 이 시간까지(오후 3시) 시장 돌면

서 종이 줍고 다니다가 점심 때 여기서(경로식당) 딸이랑 정심먹고. (중략)

문: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 일하시는거에요? 눈, 비오면 손 비는 날인가요?

답: 예이, 그렇게 일하면 딱 굶어죽지. 쉬는 날이 어디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야지. 요새 박스 줍는 것도 전쟁인데.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해서 다른 노인들 두 

세배는 벌어.” (하지현, “차상위계층의 복지소외와 장애수당, 노령연금”, 2011, p.73)

  근로조건부 수급자들의 경우, 비근로조건부 수급자들과 수급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일하는 데 의욕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가 일을 더 해서 그만큼 더 받으면 나중에 동사무소에서 그만큼 제하고 줘요. 

27) 필자 주. 1996년도 인터뷰 자료집은 페이지 수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책의 구성이 나

뉘어져 있어 페이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하에서 페이지 숫자를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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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받는 양은 같은 거죠. 한마디로 받는 바가지 크기는 같은 건데······.” (김보혜, 

“인터뷰 ‘박재양씨를 만나서’ 최저생계비 이대로 괜찮은가?”, 2004, p.36)

“근데 법이 참 웃긴게, 내가 월세 살다가 전세로 옮기고 싶어서 한 3,40만원 더 

벌려고 밤에 일을 더 하잖아? 아니면 나 여기 아니고도 식당같은 데 가서 일하면 

100만원 정도 벌 수 있거든? 그러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다고 수급권자에서 

탈락돼. 뭐, 우리는 60만원 이상 돈벌지 말라는 소리지, 더 잘살아보려고 돈벌면 

수급권자에서 빼버리니까 그렇게 일하나 일안하고 급여 받나 별 차이가 없어.” 

(임정윤, “한부모가정 여성 수급권자와의 만남, 2005, p.97)

  반면, 면담 대상자들의 근로의지 및 자립의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오히려 사회보장수급권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중략) 내가 일을 

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준영․이주연, “기초생활수급권자와의 인터뷰”, 2005, 

p.73)

“이 곳 자활센터에는 길어봐야 3년 까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3년 

안으로라도 재취업을 꾸준히 시도할 생각입니다. 전에 했던 계통을 찾아서 다시 시

작해볼 생각인데. 예전에는 봉급이 많았지만 현재는 욕심 없이 낮은 임금이라도 일

을 하고 싶습니다.” (나광윤, “다시 일어서다”, 2010, p.37)

“재활의지, 다시 한 번 일어서 보겠다는 의지, 이게 참 중요하다. 비록 큰일은 아

닐지라도 이 한권의 책을 파는 게 나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다. (중략) 자립할거

다.” (임준엽, “잡지 <빅이슈>와 노숙인의 생활”, 2011, p.183)

  (4) 교육

  1996년도의 인터뷰에서는 교육 문제가 공교육에만 국한되어 논의되었다. 빈곤

계층 학생들의 학비, 급식비, 교복비, 교재비 등 공교육 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국가와 학교에서 얼마나 지원해주는가가 초점이었다.

  반면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

기 시작하였다. 특히 빈곤계층의 사교육에 대한 열망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사교육

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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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돈이 더 많이 들텐데 저희는 그런 걱정을 하기에도 

힘이 많이 듭니다. (중략) 중학교 다니는 애를 학원이다, 과외다 하는 것들을 시켜

주지 못하는 입장이에요.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해줄 여유가 없

어요.” (강상구, “빈곤가정자녀의 희망과 사회보장 제도”, 2011, p.47)

  또한 컴퓨터, 인터넷, 동영상 등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전자기기가 부족하여 교

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어디서 고물 컴퓨터를 갖다 버렸다길래 주워와서 썼었는데 이젠 고장이 나

서 못써요. 잠깐 인터넷이 됐을 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중략) 그런데 인터

넷 비용이 한달에 3만원 씩 나오는데 그 돈이 어디있어요. 그림의 떡이지. 선생님

이 자꾸 인터넷 숙제를 내주시니까 애가 친구집 가서 동냥으로 하는 모양인데 친

구집에서 엄마가 오시면 다시 쫓겨나서 못하고 다른 집 가서 하다가 또 쫓겨나고 

그러나봐.” (이새롬, “작고 늦지만 희망을 이야기 하며”, 2005, p.113)

  (5) 문화   

  많은 면담대상자들은 여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한 면담대상자는 회비를 내

지 못해 노인정에도 가지 못했다. 

“노인정에도 회비가 있잖아. 나도 같은 할머니들이랑 모여 다니고 싶은데 나같은 

사람은 한푼이라도 아껴서 애들 데리고 살아야지.” (이새롬, “작고 늦지만 ‘희망’

을 이야기하며”, 2005, p.113)

  민간의 도움을 받아 나들이를 가거나, 영화를 관람하는 면담대상자도 있었다. 

(이민구․이수현,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 되는 사회보장을 위하여”, 2005; 

박상민․안재문․이세라,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5).

“복지관에서 나 귀경 시켜준대. (중략) 사랑방에서도 요 앞전에 영화 귀경시켜 줬

어.” (이민구․이수현,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 되는 사회보장을 위하여”, 

2005, p.31)

  (6) 기초생활수급액의 변화   

  기초생활수급액은 가구원수별로 다르며,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이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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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인터뷰 자료집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액의 변화를 자세히 파악하기는 어려

웠다. 다만, 대략적으로 1인가구를 기준으로 급여액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15만 원, 2005년에는 27∼30만 원, 2009년에는 34만 원, 2011년에는 

40만 원 정도로 추산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면담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액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

였으며. 이는 연도별로 큰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할머니께서는 1종 수급권자이셨다. 보조받는 생활비는 한 달에 30만원이라고 하셨

다. (중략)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베신 할머니지만, 월세와 밥 값 등의 생활비를 제

하면 워낙 적은 액수여서 부족하다고 하셨다.” (박상민․안재문․이세라, “사당종합

사회복지관에서”, 2005, pp.102-3)

“상당히 부족합니다. 일단 지원금의 증액이 물가 인상률을 못 따라갑니다. (중략) 

물론 이렇게 아껴서 써도 사채를 월 30∼40만원은 빌려다 써야만 남편 병원비를 

댈 수 있고요. (중략) 일단 작은 바람이 있다면 지원금 증액이 물가상승률을 조금

만 더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어요.” (신용섭, “아래에서 위를 보

다”, 2010, p.25)

  또한 가구별 특성에 따라 지출비용의 내역과 액수가 상이함에도, 현행 최저생계

비 기준은 이러한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리는 거의 남편도 없고 애들이랑 사는데, 최저생계비 세대별로 나오는거 알지. 

근데 그게 4인가족 기준인가 그래서 엄마랑 애랑 두명이면 딱 반만 주는거야. 그

러니까 왠만한데서 돈벌면 다 최저생계비 이상 돼버려. 애들 있는 집은 교육비, 

병원비 이런거 많이 드는거 생각해주지도 않고, 우리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 처지

도 잘 모르는거지. 형식적이야. 형식적. (중략) 그리고 또 걔만 있는게 아니고 둘

째도 있는데, 둘째는 다 키우지도 못했고 학교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

혀 생각을 안해줘.” (임정윤, “한부모가정 여성 수급권자와의 만남, 2005, pp.97-98)

  (7) 복지의 다양화   

  1996년도의 인터뷰에서는 사실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언급만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논의와 관련하여 수급절차의 엄격성이 지나치다는 비판

이 주류를 이루었다. 



70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1호 (2012. 3.)

  반면에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인터뷰에서는 복지가 다양화된 측면이 나타나고 

있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틈새복지”나 “차상위계층” 제

도를 통해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 돕는 복지의 다양화가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담당자 분이 그 

대신으로 추천해 주었다. (중략)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근로활동을 해야 하기는 하

지만 그래도 기초수급지원을 받는 경우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박

봄빛누리,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틈새계층”, 2010, pp.28-29)

  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사회보장의 우선권이 둘로 나뉘어

져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배분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보조를 받음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 정권 들어서는 그 우선권이 ‘차상위 계층’에 넘어갔다고 한

다” (이무룡, “천당밑의 분당”, 2011, p.58)

  (8) 사적 영역의 공공부조   

  교회나 사회복지관 등 사적영역에서의 도움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복지관 측에서 매일 점심을 제공한다고 한다. 할머니께서도 이 식사를 이용하셨

다.” (박상민․안재문․이세라,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5, p.10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 지원금이 원활하게 배분되지 않는 등 사적영역에

서의 공공부조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을의 한구석에 베델스타라는 교회가 있는데 (중략)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가 있다. (중략) 여기저기서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그 용도가 항상 투명하지만은 

않다. 또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위주로 분배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자

금력으로 인해 베델스타 교회가 마을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박영아, 

“구산동 산 61번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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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면담 대상자들의 인식 및 태도   

① 빈곤문제에 대한 면담 대상자들의 인식 및 태도

  면담대상자들은 대체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해했지만, 자신이 일하여 생계를 유

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남 덕으로 혜택 받고 산다는 게 참 서글픈 거야. 고맙긴 하지만 내가 일을 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준영․이주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의 인터뷰”, 2005, p.73)

  국민기초생활급여제도 등 국가의 지원이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수급자가 된 지는 1년쯤 되었는데 아들의 교육비도 나오고 생계비도 나와서 그

나마 생활이 나아졌다.” (김아정․김진하,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빈곤층”, 2004, 

pp.43-44)

  그러나 빈곤계층 지원제도가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점에 불만을 갖기도 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일을 적게 해도 가족 수가 많다고 해서 생계비를 더 받으

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어느 정도 근로유인을 적극적으로 끌어

내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요. 내가 일 더 해서 그만큼 더 받으면 나중에 동사무소

에서 그만큼 제하고 줘요. 결국 받는 양은 같은 거죠. 한마디로 받는 바가지 크기

는 같은 건데… .” (김보혜, “인터뷰 ‘박재양씨를 만나서’ 최저생계비 이대로 괜찮

은가?”, 2004, p.36)

  한편 수급자 선정․유지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데 대하여도 거부감을 드러내기

도 하였다.

“우리는 가족들의 금융관계가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내 속옷을 사람들

이 다 보고 있는 느낌이라니까. 아예 발가벗긴 것 같지. 쪽팔리기도 하고.” (김보

혜, “인터뷰 ‘박재양씨를 만나서’ 최저생계비 이대로 괜찮은가?”, 2004, p.38)

② 국가책임이라는 인식의 확산

  1996년도의 인터뷰 자료집에서는 면담자의 간접적인 서술로 미루어보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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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이 빈곤문제를 비단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만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빈곤을 개인의 게으름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김린, “영등포 쪽방촌을 다녀와

서”, 2000, p.116)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빈곤문제를 사회적․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보

다는 면담대상자들 자신들은 처한 상황에 순응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저생활비 보장받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3만원 조금 남게 남아요. 그런데 불평

할 수 있나요. 이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중략)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최

저에요 최저. 우리가 여기에 맞춰가야죠” (김보혜, “박재양씨를 만나서”, 2004, pp. 

35-36)

  반면 2005년의 인터뷰에서는 가난에 대해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는 인식이 보이기 시작한다.

“요새는 암것도 못하지. 애들이 다 커가꼬. 애들 크면 부양가족 어쩌고 해갖고 안

나와. 그리고 웃긴게이 생활보호상자가 되면 일을 못해. 돈이 끊기거든. (중략) 언

제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 돌봤간디, 선거 때만 지랄염병이제.” (장품․양재영, “사

회복지사와 사회보장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05, pp.121-122)

  이후 2008년과 2011년 인터뷰 자료집에서도 빈곤 자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라

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국가책임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아무래도 60∼70만원은 줘야 사람들이 살기가 낫지. 아, 우리나라가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복지에 돈을 쓰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데 돈을 많이 쓰잖아. (중

략) 너무 많이 줄라면 국가재정이 그러니깐 60∼70만원만 주면 아껴 쓰지. 거의 

반 이상이 주거비로 나가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방도 좀 국가 차원에서 

해주면 좋지.” (김화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목소리 듣기”, 2008,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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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굉장히 부족하다.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요즘 

같이 물가도 비싼 시대에 혼자 살기도 어렵다.” (최순호, “더욱 실효성 있는 사회

보장의 필요성”, 2011, p.71)

2. 장애

<장애의 유형>

1996 2000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2011 합계

인터뷰 건수 7 3 3 1 2 5 8 2 12 43

장
애
유
형

지체

장애인
3

2

(66%)

2

(40%)

2

(25%)

1 

(50%)

4 

(25%)

14

(32%)

청각

장애인
1 

1

(50%)

2

(4%)

시각

장애인

1

(50%)

2

(40%)

1

(12%)

3 

(33%)

7 

(16%)

지적

장애인

1

(100%)

1

(20%)

1 

(8%)

3

(6%)

성장

장애인

1

(33%)

1

(2%)

신체

상해

2

(25%)

1 

(8%)

3

(6%)

불특정

다수
1

2

(25%)

1 

(50%)

1 

(8%)

5 

(10%)

  (1) 사회적 시선

  초기에는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무차별 폭행사건 등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경멸의 시선에 대해 호소하는 인터뷰가 눈에 띄었다.

“의경은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이동원 씨를 아무도 없는 홍제역 숙소로 데려가 

‘너 같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오늘 내손에 죽어봐라’며 소화기로 

이 씨의 머리를 구타했다. (중략) 누나가 담당검사에게 찾아가 ‘검사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하고 항의하니 ‘그럼 니들이 검사 판사 다해먹어라’ 하면서 파리 쫓듯이 

쫓아 내어버렸다. (중략) 병신이 참 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임을 만들어 내 자

신이 행상으로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니까 나 같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안주현․이정민, “뇌성마비 장애인 이동원씨를 만나

보고”, 1996,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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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의 인터뷰집에는 경멸, 혐오의 문제를 호소하기보다는 약간의 배려를 바

라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의 특유한 행동을 그들만의 ‘문화’로 접근

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각이 특이할 만했다. 

“청각장애인들의 문화를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청각장애인은 거리를 걸을 때나 자

리에 앉을 때 항상 상대방과 마주보고 앉아요. 그래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요. 그리고 식당같은 곳에 가면 늘 밝은 곳을 선호해요. 그래야 입모양을 볼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거나 버스를 기다릴 때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집중해야 하니까요.”(김만중, “장애인에게 한걸음 다가서기”, 

2005, p.53)

  최근의 인터뷰집에서는 인식이 좀 더 개선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장애인 

면담대상자들은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

이 가능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주길 원하였다.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고, 실제로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의 반대말을 정상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비장애

인이라고 하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병신이나 불구같은 말도 사용되었을 정도니까

요. 심지어 최근에는 장애우라는 말까지도 나올 정도잖아요. 장애인 패러다임 자

체가 많이 바뀌어서 단순한 복지에서 독립이나 자립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이제는 장애인들이 무엇 무엇이 나의, 

우리들의 권리다 라고 말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한, “법의 강은 앞을 

볼 수 없는 자에게도 흘러야 한다”, 2008, p.3)

  (2)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

  1990년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이 직업을 갖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장 학

교를 졸업하면 할 일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는 모습이 많았다. 행상을 전전하다 보

라매공원에서 팝콘장사를 하는 장애인과의 인터뷰가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인 듯하다. 교사들이나 학부모 모두 

졸업 후의 이야기를 묻자 분위기가 우울해졌다. 장애아동들이 부모가 사라지고, 학

교교육을 벗어나면 의지할 곳도 없이 외로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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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중략) 더구나 자본주의하에서는 이들의 경제적 값어치는 0 아니 마이너스에 

가깝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구본권, “함께사는 사회

를 위하여 –특수교육 관련자와의 만남”, 2000, p 19) 

“아저씨는 처음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남부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공장에 취직하였다. 한 달에 6만원을 받으며 일했지만 한 팔로 일하는 속도가 늦

다는 이유로 한 달을 채 일하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다. 이후 시청에서 알선

한 지하철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역시 오래 일할 수 없었다. 이후에는 220×130 

cm의 판에 바나나 장사를 시작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선영․홍석구, “장

애인 한분을 만나 뵙고”, 1996)

 

  이후 2000년대 중반에는 장애인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교

에서 공부하고,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면담대상자는 인

터뷰에서 그 과정에 따르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사법시험 1차시험의 경우 법무부에서 시각장애인이 시험을 친 전례가 없다고 하

여 응시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법시험 1차에 시각장애인이 응시한 전

례가 있다는 것을 찾아서 보여주니 그제서야 응시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중

략) 시험에서 만약 그림으로 푸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도형은 점자로 인식이 가능한데, 그림은 점자화할 수도 없고 시각장애가 있는 사

람으로서는 인식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동민, “시각장애인의 고등교육 문제”, 

2007, p.62)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자 사회복지사, 안마사, 맥도날드 종업원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자립을 이루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사회복지

사로 근무하는 한 장애인과의 인터뷰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중략) 

첫째로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일을 하고, 둘째로는 장

애인들에게 알선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

로지원인이라고해서, 근로환경에 직접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일입니다.” (이한, 

“법의 강은 앞을 볼 수 없는 자에게도 흘러야 한다”, 2008, p.4)

“장애인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절대 부족합니



76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1호 (2012. 3.)

다. (중략) 저의 꿈은 자립생활센터가 더욱 발전하여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를 제공해주고, 우리들 스스로도 일을 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강보라, “결코 남이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는 한 번뿐인 내 소중한 삶을 

내가 주체가 되어 살고 싶다”, 2008, p.31)

  (3) 장애인 시설

  초기의 인터뷰들에서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원부족을 호소하거나 차

가운 사회적 시선을 이유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았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없냐고 묻자 별로 없다고 하시면서 정확한 대답

을 회피하였다. (중략) 매스컴을 탄 뒤에는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냐고 물었

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후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잘 보내지 않는다

고 하셨다.” (공태용, 경기도 고양시 ‘천사의 집’을 다녀와서, 1996)

  일부의 인터뷰에서는 일부시설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체계가 정립되지 못

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주로 수용장애인을 위한 특수프로그램의 

부재, 재정의 운용의 투명성, 불합리한 면회금지 등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내가 자주 오면 좋겠지만, 1달에 한번이 고작이다. 근처 자매들이 방문해서 말벗

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가족 외에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면회가 

안된다고 하면서 그걸 극구 막고 있다. 전화도 자주 못하게 하고, 옆에서 자꾸 끊

으라고 재촉하는 소리가 들린다. 목사님이 방문해도 그렇게 막을 건가.” (김현이, 

“정신지체 장애인 박예숙 씨와의 만남”, 2007, p.38)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재활’ 목적의 복지관 위주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센터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제까지의 장애인 복지관의 기본 패러다임은 재활이에요. 계속 훈련시켜서 나와 

똑같이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에요.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는 장애인이 아니

라 복지관 스스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어요. (중략) 반면 기

관이 잘 사는게 아니고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시스템이 자립생활시스템이에요.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는 사회적인 문제니까 사회

를 바꿔나가려는 목적을 갖고, 그에 따라 장애인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교육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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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게 활동보조서비스에요.” (원도연, “어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이 쏘아올린 

작은 공”, 2010, p.71)

“복지관이 장애인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데 반해 우리는 장애인들을 당사자로 본

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우리는 그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존감을 세우고 지역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 즉 대상자나 수혜자로 보기보

다, 같은 사회에 같이 살아야 하는 주체자로 본다.” (신명진, “누구도 혼자일 수는 

없다, 독립하며 함께 살기”, 2011, p.131)

  (4) 장애인 교육

  초창기 특수학교 혹은 미성년 장애인 수용시설을 탐방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는 그들을 위한 특수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 눈

에 띄었다. 

“밖에 나가 활동도 못하는지라 하루종일 방안에만 틀어 박혀 있어야 할텐데 도대

체 무얼 하면서 지내는지 궁금하여 물어보았더니, 방송이 시작하는 오후가 돼서야 

TV를 보고 그 전까지는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았

다. 장애고아들은 직업교육 등의 재사회화가 어렵기 때문에 연령층이 비교적 높았

는데 만 20세가 넘는 아이도 있었다.” (박성준, “은평아동복지천사원을 방문하고”, 

1996)

  최근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장애인 교육이 제도적으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승균씨는 장애인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 승균씨는 고등학교까지

는 시각장애인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해주는 여의도학교라는 곳을 다니셨다고 한다. 

학급이 점점 줄어들어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비교적 

지원이 잘 되어있는 편이라고 한다.” (홍효옥,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 시각장애인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기를”, 2011, p.108)

  하지만 여전히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의 측면이 부족하여 고통을 겪는 내용이 

등장한다. 특히 대학 등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그러한 양상이 심해져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아직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정책적인 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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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공부하는 것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과서의 확보이다. 이 문제만 해결되어도 어려움의 90%정도가 해결된다. 교과서

는 텍스트파일을 확보하여서 컴퓨터로 음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데 텍

스트파일을 배포할 경우 무단전제배포 등의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판사

나 저자들이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중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법으로 출판사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텍스트파일을 제공하게 하는 것

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데 현재 시각장애인의 학습문제에 대하여 공론화가 크

게 되지 않고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이어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조동민, “시각장애인의 고등교육의 문제, 2007, p.62)

 

  (5) 장애인 이동권

  인터뷰가 이루어진 초창기에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담론이 형성조차 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반증

이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자 비로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인

터뷰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특히 이동권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들이 제기능

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피콜’이라고 일반요금의 60퍼센트만 받는 콜택시가 있지만 장애인 형편에는 

이마저도 굉장히 빠듯하다고 한숨을 쉬셨다. 또 지하철은 무료이긴 하지만 시각장

애인이 이용하기엔 계단같은 곳은 너무 위험하여 잘 이용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

셨다. (중략) 그나마 외출시 복지관에 연락하면 안내도우미로 사회봉사자의 도움

을 받을 수 있고, 모두들 친절하게 잘해주시는 편이지만 수가 많지 않고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셨다.” (이안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 세

상이 그들에게 한줄기 빛을 줄 수 있다면, 2005, p.49)

 

  최근에는 이전에 비해 시설의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장애

인의 이동권을 저해하는 작은 장벽들이 남아 이동권의 침해를 초래하고 있었다.

“5∼6년에 걸친 이동권 연대를 통한 투쟁이 성공한 결과 지하철 이용은 많이 용

이해졌어요. 지하철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시행법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문제점도 많아요. 저상버스가 많이 돌아다니지만 기사들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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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버스가 오더라도 인도에 맞춰 정차해주지 않기 때문에 올

라타기가 쉽지 않아요. 콜택시도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비해 콜택시 운영 대수는 

늘어났는데 도무지 약속시간에 맞춰 오질 않아요.” (강보라, “결코 남이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는 한 번뿐인 내 소중한 삶을 내가 주체가 되어 살고 싶다”, 2008) 

“서울대학교의 경우 많은 논란 끝에 2002년부터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중증

장애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이후 장

애인의 교육에의 접근권 및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시설을 개보수 해왔다. 또한 학

교 자체적으로 <장애학생 교육 복지지원 자체평가보고서>를 발행하여 장애학생들

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어지는 

건물 외에 편의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오래된 건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

직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배정희, “서울대 장애

학우의 이동권”, 2009, p.11)

3. 노인

  (1) 빈곤 문제 

  우선 수급 대상자의 문제가 있었다. 1996년도에는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법’(이하 ‘생보법’)상 수급대상자

로 지정 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 할머니의 경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혀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2종으로 분류되어 생활보장 보조금, 노령수당 등은 받지 못하고…” (김동

빈, “재가노인복지현황 – 무의탁독거노인 방문”, 1996)

“아들이 둘 있는 바람에 생활보호 1종으로 되지 못하고 2종으로 분류되어 명절 

때 쌀 2포대 받는 것이 고작이라고 한다. … 동에서 조사할 때 성의 없이 서류상

으로만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데도 제외되는 사람이 많다

고 한다.” (김성환, “조금주 할머니를 방문하고서”, 1996)

  2004년 인터뷰 자료부터는 자녀가 있더라고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상 수급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위와 같은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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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그러면 급료에 대해 만족하시는지?

 A : 공돈이니까 주면 고맙지. 그래도 시장 한두번 가면 살 것도 없어. 진짜 혼자 

없이 사는 사람들은 노령연금이 따로 있어. 자식이 다섯이 있는데 그 중에 

한명이 잘살아 버리면 노령연금 못 받아. 부모 모실 능력이 있으면 안줘. 

자식이 큰 아파트 살거나 좋은 차 타면은 안 돼. 예를 들어 다섯이 다 못살

면 좀 더 주는 모양이더라.” (윤성민, “고령자의 생계유지 현황에 대하여”, 

2011, p.151)

  한편 면담대상자 중 일부는 실태조사의 과정에서 면장 혹은 동사무소 직원 등 

일선공무원과의 친밀도에 따라 수급을 받는데 유불 리가 갈리는 세태에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생활보호 수급기준의 적정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도

록 하기 위해 서류를 꾸민다든지 하는 편법도 상당히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취로사업]에도 부정이 개입되고 있다

는 점이다. 동사무소의 사회요원이나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잘 보이는 사람인 경

우에는 할 달에 주말 빼고 거의 매일 취로사업을 나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

람인 경우에는 그나마도 다 못나간다는 것이다.” (박재만, “생활보호재상자의 실태 

사례보고서”, 1996)

  또한, 많은 노인들이 수급을 받는다는 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보다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선뜻 수급 신청을 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Q : 죄송스럽지만 나라에서 돈 받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십니까?

 A :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니 미안하지

 Q : 아이들은 창피해 하지 않나요?

 A : 창피해 하지. 그래서 큰 놈은 자꾸 삐뚤어지는 것 같애…

 Q : 그런 사람들[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 나오는 사람]이 할머니 생활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고 그러면 짜증나세요?

 A : 뭐 물어볼 것이나 있나. 그리고 창피해서 뭐 물어도 할 말도 없고… (한종

훈, “생활보호대상자와의 인터뷰”, 1996)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이후 들어 최근까지도 큰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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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할머니처럼 이 근방에 정부에서 돈 받으시는 분 많으세요? …

 A : 응. 그래서 죽고만 싶어.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 (김현주, “한국에서 노인으

로 동시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2008, p.7)

  

“…상당수의 기초생활대상수급권자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을 자신의 권리

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비록 본조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제4항에서 국가에게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도 실제로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자신을 지원

함으로써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수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결국 우리를 위한 나

라도 없다”, 2011, p.17)

  (2) 기타 문제

  인터뷰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은 노인의 건강문제, 그리고 고독감을 줄이고 건전

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여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

은 1990년대의 인터뷰 자료에서는 별로 이야기 되지 않고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최근으로 가까워 올수록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관 등의 편의시설제공… 등의 부수적인 노인복지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아

직까지 주된 지원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이다.” (이수안, “노인

을 위한 나라는 없다, 결국 우리를 위한 나라도 없다”, 2011, p.19)

1) 건강문제

  노인의 건강문제에는 일반인들의 건강문제와는 달리 ‘치료’의 측면 외에 ‘요양’

과 ‘여생의 정리’라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노인건강 문제를 다

른 기타 보건문제와 구별 지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Q : 혹시 노인유기의 사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셔두곤 요

양비를 내지 않는다든지...

A : 시설 내에서는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요양비를 못 내실 정도

면 아예 입소하시질 않으니까요. 오히려 경미한 노인유기라면 가정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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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일어나죠 ... 매달 지급되는 몇 십 만원의 급여만 받고 노인들을 집에 방

치하는 자녀분들이 종종 계세요”

(유고은, “노인장기요양법 수급권자와의 대화”, 2011, p.3)

  노인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노인에게 간병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

되어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심사에서는 탈락하였지만, 기초생활대상자 

바로 위에 있는 단계로서 최빈곤층에 속하는 특별보호대상자에게 있어 더욱 심각

한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 … 지원되는 생계비보다도 높은 금액의 개인부담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내면서 장기요양소에 노인을 입소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 상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특별보호대상자인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에 대한 공

적부조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인 것이다.” (유고은, “노인장기요양법 수급권자와의 

대화”, 2011, p.5)

2) 노동능력의 상실

  면담 대상 노인들은 대체로 근로의지가 강했으나, 마땅한 일거리가 없거나 직업

이 있으면 수급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수

급권의 제한사유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할머니께서 현 제도28)에 대해 가장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수급권자의 지정, 

유지 조건이었다. 이전에 월급을 받았던 사용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집에서 나와야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어 지정을 받기 

위해 주거가 보장되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에 내몰려야 한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 [동석자]께서도 현재 지원금이 실제 필요보다 부족함에도 불

구하고 무언가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양우창, “사회보장법 연습 인터뷰-기초생활

수급권자와의 인터뷰”, 2007, pp.1-4)

28) 인터뷰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기법’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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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독감

  한편 거의 모든 면담 대상자가 고독감에 대해 호소하고 있었다.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서러우면 서러운 대로 살아야지”

“평소에? 그냥 놀지 뭐. 눈도 어둡고 하니까 뭐 할게 있나. 집에서 앉았다가 일어

났다, 방에 가서 드러누웠다가 해. 외로워도 어떻게 해, 생전 혼자 살고 혼자 사

는 거지.” (허승하, “외면할 수 없는 그들의 이야기”, 2010, p.138)

“Q : 할머니 요즘 생활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A : 만족하는 게 없지. 아침에 눈만 뜨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지. 날아다니

는 새도 앉을 곳이 있는데 나는 없어. 외롭고 쓸쓸해. 아는 것도 없고 무식

하니까.” (장건, “진정한 인간다운 생활이란 무엇인가”, 2011, p.62)

  현재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동체는 대체로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다. 그중 

다수는 그저 TV만 보는 것 외에 아무런 소일거리가 없음을 답답해한다. 이러한 

고독감의 증대는 심지어 노인들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독거노인들은 사회적인 교류가 지극히 적고 여가생활도 없다시피 하다.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신적인 위험에 쉽

게 노출된다. 노원정신보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34%가 우울증을 앓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9.2%가 근래에 1회 이상 자살시도경험을 가지고 있었

다.” (허승하, “외면할 수 없는 그들의 이야기”, 2010, p.140)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의해 노인들의 여가생활이 보

다 다양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노인들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노인정에서 

보내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노인보호는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대

다수의 면담대상 노인들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다. 

그 중 배우자 없는 독거노인도 80%를 넘는다. 

  인터뷰 중 노인정의 노인들을 인터뷰한 것이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 노인들은 

무엇보다도 자녀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실버타운에 관한 질문에서는 모든 노인 분들이 아무리 자식이 못해도 자식과 있

는 것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딸보다는 아들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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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아무리 그곳의 서비스가 좋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시 여기셨다.” (류성현, “노인들과의 면담”, 1996)

4. 아동․청소년

  (1) 아동문제의 원인 

  아동문제의 원인의 경우 크게 생활 문제(36%), 보육원 문제(36%), 정서 문제

(27%)로 나누어서 보았다. 물론 대부분의 생활환경의 문제와 더불어 정서 문제도 

중복적으로 나타났고, 보육원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정서 문제가 결부되었다.  

1996 2000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인터뷰건수 8 0 0 0 0 2 1 0 0 0 11

대상자29) 18 0 0 0 0 3 1 0 0 0 22

아

동

문

제

의

원

인

생활
330)

(0.75)

0
0 0 0 0

1

(0.25)
0 0 0

4

(0.36)

보육원
331)

(0.75)
0 0 0 0

1

(0.25)
0 0 0 0

4

(0.36)

정서
2

(0.66)
0 0 0 0

1

(0.33)
0 0 0 0

3

(0.27)

  (2) 생활적 측면

  아동의 생활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부재 상황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보통

이었다. 

“선영이․선희의 부모님은 6년 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갑작스런 부

모님의 죽음으로 둘은 그야말로 의지할 데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다. 물론 이모․

이모부가 계시지만 넉넉지 않은 살림이라 마음과는 달리 크게 힘이 되어주시진 

못하고 있다.” (김갑천, “사회보장법 리포트”, 1996)

29) 인터뷰 중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도 있음.
30) 이 중 김갑천 “사회보장법 리포트”, 김대홍 “사회보장법 리포트”는 정서 문제와 중복.
31) 이 중 김종민 무제, 이명헌 “사회보장법 과제물”은 정서 문제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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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성명 연령 직업 비고

부 황○복 47 막노동 사망(간경화)

모 신○천 36 무직 가출

본인 황○진 16 무직 소년원 전과(6개월)

동생 황○원 14 중학생(성남) 안양교도소 수감 중

(김종민, “사회보장법 report”, 1996)

 

  양 부모가 모두 없는 사례도 있었으나, 한 쪽 부모가 사망하거나 가출하는 등으

로 편모가정이 오히려 많았다.

“외할머니와 엄마랑 살아요. 중학교 3학년짜리 여동생 하나 있고요. 그런데 엄마

는 돈 번다는 핑계로, 그리고 매번 남자 만난다는 핑계로 집에 잘 안 계시고, 집

에서는 외할머니가 돌봐주세요.” (김만중, “쓸모 없는 인간이란 없다”, 2007, p.65)

“편모가정. 할머니, 중증 신체장애자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한다. 할머니께서 노인수당을 받으신다고 하나 주경제원이 

매우 빈약해 보인다.” (김대홍, “사회보장법 리포트”, 1996)

“그러다가 마침내 아버지는 1994년 5월에 간경화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으며 아버

지의 사망 후에도 어머니는 잦은 가출과 자녀학대가 지속되었다. 그런 생활을 견

디지 못해 이 학생과 두 동생은 어머니를 내쫓게 되었으며 현재 어머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연락두절의 상태이다.” (김종민, 무제, 1996)

“그러나 고아를 부모가 모두 죽은 어린이들을 일컫는 말이라면 시설의 아이들 중 

30%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적어도 부모 중 한 분이 살아계시

고 연락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상호, “사회보장법 리포트”, 1996)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는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하

다는 점이다. 

“그들이 사는 사글세방은 지하방이다. 하지만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들만의 보금

자리로 앙증맞게 꾸며놓았다. 연립주택 지하 단칸 사글세방의 집세도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김갑천, “사회보장법 리포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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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단지와 확실히 구분되는 점은 아파트의 평수가 좁기 때문에 복도식으로 지

어진 아파트에 유난히 출입문과 창문이 많다는 점이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떡볶이

나 붕어빵을 파는 곳이 있다는 것도 색다른 점이었다.” (김대홍, “사회보장법 리

포트”, 1996)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잘 모르겠는데 한 20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방은 형

이랑 저랑 같이 쓰고, 누나랑 할머니랑 같이 써요.” (이종헌, “어느 중학생과의 짧

은 만남”, 2007, p.53)

  생계를 꾸려나가는 경제상황 역시 아동․청소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경제상황/ 월수입:무/ 공적부조:거택보호/ 사적부조:무” (김종민, “사회보장법 report”, 

1996)

“본인은 현재 (학교를 중퇴하고) 실직상태에 있으며 동생들은 모두 중학교를 다니

고 있는 전혀 수입이 없다는 점이다. 고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과 지역복지과과 

정부의 생활보호를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으며 동생들 역시 학교에

서 어머니회의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실정이었다.” (김종민, 무제, 1996)

“(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의 보조금이) 불만족스러워요. 보조금의 액수가 더 커졌

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께서 친척 형과 누나의 도움을 조금 받지만 보조금으로 생

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현재 71세로 일을 못하시는데 당뇨병도 

앓고 계세요. (중략) 보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해서 학원을 다닐 여유가 없어

요. 친척형이나 누나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등록금 마련하느라 학원비 부담할 여유

가 없는 거 같아요.” (이종헌, “어느 중학생과의 짧은 만남”, 2008, p.54)

  (3) 보육원 문제

  보육원의 아동들이 생활함에 있어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하다보니 개별 아

동들에게 물품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답변> 3.에서 ‘경찰은 텔레비전에서 좋은 사람이라는데, 우리 학생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는데 그러지 말고 법을 지켜 공정히 하자.’라고 범화가 대답한 이유

는 옷이 없어 고아원에서의 형들 옷을 빌려 입었는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경찰이 별 이유 없이 때려서 맞았기 때문이다.” (심형준, “영린보린원 중학교 1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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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1996)

“잣나무방 아이들은 한 달에 5000원의 용돈을 받는다. 93년에도 5000원이었는데 

(96년에도) 그대로이다. 그리고 등록금 등은 원에서 부담하고 학용품은 아이들이 

청구하면 현물로 지급한다고 한다.” (이상호, “사회보장법 리포트”, 1996)

  빈곤 문제가 기본적으로 존재했으나, 각종 지원과 보조로 인해 어느 정도 해결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양부모 가정의 아동들과 비교할 때 부족한 

모습이었다.

“2층에서 아이들이 지내는 집은 비교적 튼튼하게 지어졌으나 겨울에 난방비가 없

어 무척 추웠다. 그래서 원에서 나간 아이들이 전기난로를 선물로 사오기도 했다. 

난방문제가 부족한 용돈과 함께 아이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다.” (이상호, “사회보

장법 리포트”, 1996)

“원생들은 비교적 부족 없이 생활하고 있다. 식단도 신경을 써서 마련하고 있고, 

차비 등 교통비용은 일정액을 매일 제공해 준다. 단지 현재 명부상으로는 정부의 

전액 보조가 되어 있으나 운영상의 부족으로 여전히 후원자나 독지가들이 반 정

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윤준호, “상록보육원을 다녀와서”, 1996)

“건물이 1인1실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보육원은 철저히 ‘야생의 약육강

식’의 생활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생활수준 향상은 시급한 형편입니다. 앞서 ‘괜

찮은 형편’이라 함은 그들이 어디까지나 보육원생임을 감안한 것이지, 결코 정상

적인 가정의 아동들과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흔자, “보육원 인터뷰”, 2007, 

p.73)

  (4) 정서적 측면

  부모가 없는 경우나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의 귀가시간이 늦은 경우에는 아동들

을 지도해줄 양육자, 보호자가 따로 없었다. 

“아버지는 본인이 태어나기 전 병으로 돌아가셨고 미용학원에 다니시는 어머니, 

초등학교 4학년인 누나와 살고 있다. 성실하고 순진한 아동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나 방과 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서 무료하게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

는 점이 걱정된다.” (김대홍, “사회보장법 리포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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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학우들에게 소외되거나 무시당하는 아동이 있었다.

  

“얼마 전 집안 형편상 컴퓨터를 살 수 없었던 청소년이 컴맹인 자신을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갖고 싶은 것을 물어보았더니 남자아이들은 이

구동성으로 ‘컴퓨터’라고 대답하였다. 경제적인 차이가 문화적 열등감으로 이어지

고 있었다.” (김대홍, “사회보장법 리포트”, 1996)

  부모의 부재나 부모와의 갈등 끝에 반항 및 저항을 하는 사례도 흔했다. 가출 

역시 동반되곤 했다.

“어머니에 대한 학생과 두 동생의 감정은 격해져 있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며 어머니와의 동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가정환경에서 이 학

생은 학교 중퇴 후 락까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규칙적이고 자유분방한 생

활습관으로 인해 마침내 폭력 및 약물복용으로 소년원생활을 6개월간이나 하였으

며 이로 인해 이 학생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습관적으로 행하는 나쁜 행동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하며 책임감 같은 것은 전

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김종민, “사회보장법 리포트”, 1996)

“덜컥 녀석이 없어졌다. 녀석은 학교가 다니기 싫다 했다. 학교아이들하고 잘 어

울리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모자원 내에서도 같은 반인 민희와 놀지 않으면 항상 

집안에 있었다. 또 녀석은 언니와 동생이 자신을 못살게 굴어 싫다고 했다. (중략) 

지난번엔 실감이 나지 않았었는데, 녀석이 이번엔 정말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헌, “사회보장법 과제물”, 1996)

  시설 아동의 경우에도 가난이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서적인 불안정이 문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원생들은 부모가 이별한 후 보육원에 맡겨지기 때문에 가정적인 화목

과 사랑이 부족하며 따라서 이들은 갈등이 많고, 매사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

각으로 바라보기 쉬우며 원내의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 (중략) 어느 원생

은 ‘보육원이 나한테 해준게 뭔데!’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아동들의 학습능력은 상

당부분 떨어지고. 그렇다고 학습을 할 만한 상황도 되지 못하니 더욱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일부 정신이상증세를 보이는 아동도 있다” (윤준호, “상린보육원을 

다녀와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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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1) 산업재해의 원인32)33) (유형별 검토)

1996 2000 2003 2005 2010 2011 합계

돌발성 5 1 1 1 1 1
10

(66.6%)

직업병 2 1 0 0 0 0
3

(20%)

과로사 0 0 0 0 1 0
1

(6.6%)

불명확 1 0 0 0 0 0
1

(6.6%)

통근재해 0 0 0 0 0 0
0

(0%)

합계 8 2 1 1 2 1
15

(100%)

  

  산업재해의 유형은 발생 원인에 따라 돌발성 사고, 직업병, 과로사, 통근재해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돌발성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66.6%), 그 다음으로 직업병(20%), 과로사(6.6%)순이었다. 통근재해의 사례는 발

견할 수 없었다.

  (2)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 수준

1996 2000 2003 2005 2010 2011 합계

스스로 알고 신청한 경우 3 0 2 1 2 0
8

(50%)

회사측의 안내로 신청한 경우 2 0 0 0 0 0
2

(12.5%)

시민단체/노동조합 등의 도움으

로 신청한 경우
0 1 0 0 0 1

2

(12.5%)

32) 구체적인 피재근로자를 면담하지 않은 경우 통계에 산입하지 않았음(이하 모든 통계 

동일).
33) 한 번의 면담에서 다수의 피재근로자를 면담한 경우, 전체 통계에서는 하나의 면담으

로 취급하였으나, 이하 산재와 관련된 세부적 항목에서는 다수의 면담으로 구체적으

로 통계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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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000 2003 2005 2010 2011 합계

산재 제도에 대해 무지해서 보험

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1 1 0 0 0 0

2

(12.5%)

불명확 2 0 0 0 0 0
2

(12.5%)

합계 8 2 2 1 2 1
16

(100%)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수의 피재근로자들이 인

지하고 있었다(50%). 또한 제도의 존재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12.5%).

  근로자는 산재보험금에 대해 알고 신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회사가 그 지급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산재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서 병원으로 갔었습니다……나중에 퇴원할 때 

보니까 산재로 처리 안하고 공상으로 처리했더라고요. 병원 침상 머리에는 산재라

고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산재로 처리했나보다 하고 치료

를 받았는데, 끝나고 나서 병원에서 진료한 확인을 받으려고 진단서를 띄어 보니

까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황당하더군요.” (김남훈․유성길, “어느 

노동운동가의 삶과 실천의 기록-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 인터뷰”, 2005, p.60)

  (3) 산업재해대상자들의 치료비용 충당 문제

  대다수의 피재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여도 

나머지 치료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다. 아래에서는 피재근

로자들이 치료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민

사․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구제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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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비용의 지출

1996 2000 2003 2005 2010 2011 합계

본인이 추가 비용 부담 5 2 2 1 1 1
12

(75%)

보험금으로 모두 해결 0 0 0 0 1 0
1

(6.25%)

불명확 3 0 0 0 0 0
3

(18.7%)

합계 8 2 2 1 2 1
16

(100%)

 

  통계를 볼 때 모든 치료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피면담자가 많았다(75%, 불명

확한 경우를 제외하면 90% 이상). 나아가 피재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 간병인에 

대한 수당이 따로 나오지 않아서 배우자가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가구의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수입이 줄거나 혹은 없어지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총 1200만원의 치료비 가운데 약 80만원은 산재보험적용을 받지 않아 본인이 직

접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그만큼은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병원에 지급을 

거절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게 된다고 한다 ……… S씨

는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항상 부인이 간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순전히 노동경

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재해로 손실을 입은 노동은 S씨 혼자이지만, S씨 가계의 

입장에서는 2명의 노동력 손실을 입은 셈이다.” (김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하여-근로자와의 면담”, 1996)

“산재급여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충분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병원비 감당하기에 

조금 버거운 면도 없지 않지.” (원용성, “산재보험 수급자를 만나다”, 2011, p.200)

 

  치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품목이 비수급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었다.

 

“치료 시 필요한 약품 또는 기구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산재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모두 자비부담인데, 환자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상을 입은 경우, 치료 후에는 살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기구를 착용해야하는데, 이 역시 비급여 품목이다.” (조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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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일 달리는 꿈을 꾼다-산재노동자와의 인터뷰”, 2000, p.94)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

를 받지 못하고 치료비용을 피재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 입국 후 6개월만에 당한 사고로 지금 보험처리가 안 되어 요양급여가 나오

지 않는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도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

이 자비로 치료하고 있는 중이었다.” (최민조․조옥기,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중국 동포의 집을 다녀와서”, 2003, p.3)

  하지만 드물게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100% 지원돼. 어느 치료를 받든 어느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든 공단에서 다 지

원해 주니까 맘 놓고 치료할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지. 이렇게 의료비가 지원이 되

니까 284만원으로 생활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의료비 지원이 따로 

안됐으면……어떻게 살아가겠어.” (김민지, “산재, 진입장벽을 낮춰라”, 2010, p.186)

2) 민사·행정 소송의 제기 등 기타 추가 비용의 보전

1996 2000 2003 2005 2010 2011 합계

소송의 제기를 포기한 경우 3 0 2 1 0 0
6

(37.5%)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0 1 0 0 1 0

2

(12.5%)

소송의 제기가 필요 없는 경

우(보상금 충분)
0 0 0 0 1 0

1

(6.25%)

불명확 5 1 0 0 0 1
7

(43.7%)

합계 8 2 2 1 2 1
16

(100%)

  대부분의 피재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관련 지식이 부

족하고 무엇보다도 돈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불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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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한다면 통계의 66.6%). 또한 치료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

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나 과실 입증 곤란의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회사 측의 ‘과실’을 입증할 증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함께 

실습을 나온 친구에게 부탁했지만 당시 그 친구는 졸업한 후 그 회사에 취직한 

상태여서 증언을 하려고 하지 않았단다.” (강지훈, “피재 노동자를 만나고”, 1996)

“소송을 해서 이기면 오백에서 칠백만원 정도 받는데, 변호사 사는데 400정도 들

어가니까 남는게 없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박철은․이종엽, “산재

노동자들과의 인터뷰-산업재해의 현실과 산재보험법의 적용실태”, 1996)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돈이 드는 것이니 걱정이다……민사 소송을 

하려고 해도 빚을 지고 있는 마당에 불확실한 지출은 위험해서 사업주와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민조․조옥기,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 동포의 집을 다녀와서”, 2003, p.4)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법률에 대해 저처럼 문외한이고 또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저 같이 나이든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어렸을 

때 官우위의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부담스럽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생각되니 

말이죠.” (김남훈․유성길, “어느 노동운동가의 삶과 실천의 기록-산업재해보상보

험 수급권자 인터뷰”, 2005, p.63)

  당시 판결례들을 보면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하고 있어

서 피재근로자들이 소제기를 함에 있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요즘 판결은 근로자 측의 과실률을 전보다 더 높게 매기고 있어서 더 어렵습니

다. 옛날에는 주로 30%였는데 지금은 40%로 올랐습니다.” (여하윤, “산업재해노

동자협의회를 방문하고”, 1996)

  (4) 산재보험의 제도적 문제점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 승인을 처리하는 데 지나치

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S씨는 산재보험법 승인을 얻어내는데 약 2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회사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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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복지공단의 처리과정에서 지체된 기간도 상당히 길다고 한다 … 공단에서 일처

리를 늦게 하여 심지어는 신청 후 1년이 지나 산재보험적용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김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하여-근로자와의 면담”, 1996)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가 지나치게 많았다.

“보험금을 타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나도 종결서류, 요양급여신청서, 

휴업급여신청서, 통원료 등해서 서류를 다섯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사장 도장을 

받아야 했다. 회사가 해주면 좋은데 복잡하니까 꺼리기 마련이다.” (박철은․이종

엽, “산재노동자들과의 인터뷰-산업재해의 현실과 산재보험법의 적용실태”, 1996)

“공단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많아. 정말 너무 많고, 근데 또 그 자료를 회

사 측에서 공개해야지 제출할 수 있는데 회사가 처음에 안 준다는 거야 자료를. 

개인들은 전문지식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 회사, 사고 일어난 곳 맨날 일

일이 찾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해야 하지 비용 낭비해야 되지.” (김민지, “산재, 진

입장벽을 낮춰라”, 2010, p.185)

 

  직업병 관련 심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직업병 심의위원회가 법적인 설

치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등 산업재해 관련업무가 제도적으

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직업병 판정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이뤄진 최고권위의 직업병 

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그 권한과 책임, 운영방법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웠다. …… “어떤 법적인 근거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

도 어떤 도움을 주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다.” (차성안, “산업안전공단 산업안

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강성규 소장님 인터뷰 기록”, 2000, p.44)

 

  명백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처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사업주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하였다.

“엄청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돈도 다 싫으니까 똑같이 사장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줬으니까 우리 손목으로 맞교환하자. 그럼 맞교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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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거 아냐. 그럼 맞교환 안하려면 보상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 보상은 그 근로자

의 가치가 아니라 사업주의 가치하고 같이 간다고 이게 좀 투자한다 이거지. 그

러면 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사전예방에 

비용을 충분히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은 사전예방에 쓰는 비용보다는 

차후에 발생했을 때 쓰는 비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차성

안,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강성규 소장님 인터뷰 기

록”, 2000, p.55)

  피재근로자들은 대부분 의료보험에 의존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산업재해 담

당부서와 의료보험 담당부서가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피재근로

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보가 쉐어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거꾸로 메커니즘이 근로자가 스

스로 찾아서 직업병을 인정해 달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병이 있는 근로자 

중에서 직업성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의사 측에서 또는 산업보건전문의 측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의료보험에 리포팅 됐다 하면 그게 산업보건 하는 사람한

테 딱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딱 조사를 하는 거에요.” (차성안, “산업안전공

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강성규 소장님 인터뷰 기록”, 2000, p.59)

  산업재해인정 과정에서 주요 정보는 회사 측이 갖고 있지만 업무와 재해 간 의

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지워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입증책

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사업주가 충분한 자료제공의무를 (하도록) 규정, 재해조사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

업주 내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지우면 좋을 듯.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것과는 차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심. 입증책임을 바꾸는 것의 실

효성에 대해서는 영향력(impact)이 매우 크다고 얘기를 하심.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심. 그러면 사업주 쪽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심.” (차성안,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강성규 소장님 인터뷰 기록”, 2000, p.91-92)

“(민사소송에서) 본안에 들어가자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자료가 회사 측에 있다는 

점이다.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인 임금액도 회사 측에서 감액해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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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나는 매일 달리는 꿈을 꾼다-산재노동자와의 인터뷰”, 2000, p.99)

 

  과거의 경우 자문의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임명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현재는 근로자 측이 

임명하는 자문의 1인을 두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한다).

 

“이상관 씨의 경우 자문의가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조기퇴원조치 함으로써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이다. 자문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문의의 임명권을 공단 측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현준, 

“나는 매일 달리는 꿈을 꾼다-산재노동자와의 인터뷰”, 2000, p.94)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산재보상이 적용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는 첫째 언어문제로 신청이 어렵고 여러 가지 확인 절차에서도 자

신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반박하기 어려워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둘째로 

외국인노동자는 보통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사실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확인에만 오

랜 시간이 걸려 빠른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조현준, “나는 매일 달리는 꿈을 

꾼다-산재노동자와의 인터뷰”, 2000, p.97)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마는 안전관리제도의 허술함. 하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불시점검도 여러 가지 여건 상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에 두 번씩 안전조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박영일씨 

및 병원에서 만나본 모든 사람은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사관이 오는 날 전날만 대청소 한번 하면 조사관은 쓱 둘러보고 그냥 간다는 

것이다.” (조현준, “나는 매일 달리는 꿈을 꾼다-산재노동자와의 인터뷰”, 2000, p.100)

“기업하고 근로자하고.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죠. 이건 사회의 생

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이러한 것은 불시적으

로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 (차성안, “산업안전공단 산업안

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강성규 소장님 인터뷰 기록”, 2000,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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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유족에 대한 통보 및 시신처리 등 일련의 

사후(死後) 절차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본국에 있는 친척들을 찾을 수가 없어 연락조차 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유골을 

이곳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라 유골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길도 

마땅치가 않다고 한다……“카세트? 누가 보낼 일이 없는데?” 중얼거리며 박스를 

뜯어보시더니 우리를 부르신다. 가보니까 그 안에 있는 건 유골 상자와 젊은 남

자의 사진 한 장이었다. 이런 일도 자주 있다고 한다. 유골을 처리할 방법도 없으

니 동료 외국인 노동자가 사진과 함께 여기로 보내 버린다고.” (최민조․조옥기,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 동포의 집을 다녀와서”, 2003, p.2)

  피재근로자가 보험금을 받은 후에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요

양 신청이 법문언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입증의 부담 때문에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재요양 신청의 경우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단 치료의 진

척이 없어서 종결된 경우이므로 재요양신청을 하려면, 재요양을 하여서 나아질 것

이라는 것을 제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이전에 종결할 당시에 어차피 치료해 

봤자 효과가 없는데 지금 재요양신청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

기지요.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그것 또한 저의 비용으로 해야 됩니

다…… MRA를 비롯한 각종의 고가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대다수의 노

동자들은 재요양신청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림의 떡이지요.” (김남훈․유성길, 

“어느 노동운동가의 삶과 실천의 기록-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 인터뷰”, 2005, 

p.63)

 

  치료 받는 병원을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문제점 또한 존재하였다.

“요양지정기관들이 정해져 있는데 한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머무를 수 없어. 그래

서 3개월마다 다른 병원에 자리가 비어있나 확인해야 되고, 몸을 못 가누니까 

119에 연락해서 앰뷸런스 요청해서 옮겨가고 할 때마다 일이 크지.” (원용성, “산

재보험 수급자를 만나다”, 2011,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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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근로 현장으로의 복귀

  피재근로자들에게 산재를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

시 일자리로 나가는 것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피재근

로자들의 일터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즉 재취업 사

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보았다.

1996 2000 2003 2005 2010 2011 합계

불명확(치료중인 경우 포함) 4 1 0 0 1 1
7

(43.7%)

구직 의사는 있지만 재취업은 

안 된 경우
2 1 2 0 1 0

6

(37.5%)

다시 일자리를 구한 경우 1 0 0 1 0 0
2

(12.5%)

재취업 자체를 포기한 경우 1 0 0 0 0 0
1

(6.25%)

합계 8 2 2 1 2 1
16

(100%)

  대부분의 피재근로자들은 근로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었으나 현실

적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다(6%,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하더

라도 11%에 불과). 이들은 사회의 왜곡된 시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치료 끝나고 좀 쉬면서 아르바이트나 해볼까 하고 식당 같은 데를 기웃거렸는데 

잘 안 써 주데요. 서비스업이니까 아무래도 손가락 하나가 없고 그러면 손님들이 

싫어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강지훈, “피재 노동자를 만나고”, 1996)

“손가락이 하나 잘리면 다시 회사에 취직하기 힘들다. 태가 안 나게 다치면 모르

는데 (다른 노동자를 가르키며) 얘처럼 손가락이 잘리면 면접에서 당장 짤린다.” 

(박철은․이종엽, “산재노동자들과의 인터뷰-산업재해의 현실과 산재보험법의 적용

실태”, 1996)

“더군다나 한번 산재사고 경험이 있고 나면 다른 직장에서도 꺼리게 됩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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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한번 산재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쓸 이유가 없지

요. 괜히 잘못 썼다가는 자기들 회사에서 일반인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산재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엔 산재사고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회사에 

취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반 근로자보다 큰 산재사고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악순환의 연속인 셈입니다.” (김남훈․유성길, “어느 노동운동가의 삶과 

실천의 기록-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 인터뷰”, 2005, p.64)

  다시 일자리를 구한 경우도 일자리를 구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보험금은 액수가 적어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난 후 2년이 더 지나서야 새 직장(직장의 오기로 생각됨-분

석자 주)을 구할 수 있었다……직장을 구했을 때는 장해로 인해 받은 산업재해보

상금 및 회사로부터의 배상금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진수, “산업재해보험의 수급 

사례”, 1996)

  (6) 피재근로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주체

1996 2000 2003 2005 2010 2011 합계

시민단체/노동조합 4 2 2 0 0 0
8

(50%)

정부단체 0 0 0 0 0 0
0

(0%)

회사 0 0 0 0 0 0
0

(0%)

불명확 4 0 0 1 2 1
8

(50%)

합계 8 2 2 1 0 1
16

(100%)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들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

는 피재근로자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서운하고 답답했던 건,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래 노동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노동법이든 산재법이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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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러한 법들은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일진대, 우리는 법

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보니 우리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우리에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안 된다”라

고 말하기 바쁘더군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궁

금합니다.” (김남훈․유성길, “어느 노동운동가의 삶과 실천의 기록-산업재해보상

보험 수급권자 인터뷰”, 2005, p.65)

6. 의료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이다.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입원, 외래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고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되, 수급권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원 진료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할 경

우는 초과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하여 주며 그 

대불금액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무이자로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를 통하여 면담대상자들은 일정 부분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  

“검사나 약이나 보험에 해당되는 건 다 공짜야..이번에 의사가 보험 되는 약으로 

바꿔줘서 이제 약값도 안 내지..그래도 X-ray나 심전도, 대부분 검사가 보험처리 

되지.” (유정한․박선영, “의료급여수급환자와의 이야기”, 2003, p.30)

  면담대상자들은 현실에 만족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보다 뭘 더 바라겠어.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 예전에는 돈 없으면 다 굶고 

그랬는데 지금은 먹고 살잖아. 사람이 공짜를 너무 바라면 안 되지. 지금 상태로 

만족해.” (유정한․박선영, “의료급여수급환자와의 이야기”, 2003, p.30)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보호카드를 제출하면 의사나 간호사들의 태

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아예 반말을 쓰는 의사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의사

와 싸우다가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분도 있다.” (박영아, 

“구산동 산61번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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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지관련업무종사자

  (1) 수급권자 선정과정

  수급권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었고, 신청이 없는 경우 사실상 사

회복지서비스를 복지기관에서 능동적으로 제공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토로하

였다. 

“그 분들이 찾아오시게 된 경로는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이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 있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직접 복지관에 와

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 분들도 있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해주시

는 분들도 계세요” (이현지, “인간다운 삶의 현재, 그리고 미래”, 2008, p.80)

“신청이 없이 저희 쪽에서 먼저 ‘발굴’해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복지

수요를 알아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명단을 부탁드려

도 사생활 보호의 문제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김보경, “보이지 

않는 곳까지”, 2008, p.130)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경우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과를 통해 입소하는 것이 다수

이지만, 간혹 본인이 직접 찾아와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

우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입소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동사무소 사회 복지과를 통해 들어오세요, 간혹 직접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입소시키죠, 그런데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요 서류도 

많고...” (주현주, “사회복지사님과의 인터뷰”, 2008, p.156)

  현행 법령상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지적한 사례도 존재

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을 보통 수급권자 수준의 120%까지 보고 있

는데, 그 때 기준이 되는 재산이라는 게 앞서 말했던 문 없는 판자집까지 포함시

키는 것이라 다분히 기만적인 기준이라고 봐요, 실질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탁상

공론식의 기준설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민간사회복지사가 법적으로는 대상자 발

굴을 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에게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해놓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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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실정이에요,” (박준엽, “복지관련법 운영의 실질적 개선

과 법적 수급자 요건의 현실화”, 2008, p.140)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정부의 수급요건에 미달하는 이른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요보호자의 경우, 사

회복지기관에 전달되어온 후원금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신 분들 이를테면, 65세 이하이지만 저소득이신 분들 또는 

장애인 분들에게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한 후원금을 전달해드려요...총 77분 중 국

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분은 단 3명이고 나머지 73명은 기관에서 마련한 후원금

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현지, “인간다운 삶의 현재, 그리고 미래”, 2008, p.80).

  수급자 선정기준이나 지원내용에 관한 법령 혹은 국가 시행지침의 변화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이 일선 사회복지기관으로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준도 정말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야말로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저희 사회복지사들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서 저희가 알아서 그 기준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런 정보가 위에서 좀처럼 내려오

지가 않거든요, 구에서 동으로 동에서 복지관으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구에서 동까

지만 전달이 되고 동에서 복지관으로 전달이 안돼요.” (김보경, “보이지 않는 곳

까지”, 2008, p.130)

  비인가시설의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과 

인력 문제를 앓고 있었다.

“아무래도 재정적인 면에서는 인건비가 문제다. 사회복지서비스 특성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쉬

운 일이 아니다. (중략) 일정한 시설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비인가 시설이 

되는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시설개선에 큰 어려움

이 있다.” (김지상, “그래도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헌신이다”, 2008, p.161)

 

  (3) 사회복지관련업무종사자의 처우 및 애로사항

  사회복지사의 경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업무강도가 매우 세고 처우와 급여



법은 큰 강이다. 그 강은 없는 자에게도 흘러야 한다 / 車城安 外   103

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지도가 낮다고 한다. 특히, 여성의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사의 경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잦은 야근과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정신적,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참 커요...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를 

구별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리고 급여도 4년제 대학을 나온 

후 종사할 수 있는 다른 직업에 비해 턱없이 낮아요.” (김보경, “보이지 않는 곳

까지”, 2008, p.130)

  전국에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는 대학들도 많이 늘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

한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이 다수 배출되는 상황에 비해 실제 기관에서 수요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구직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고 한다. 이는 비단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

흡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한다.

“이렇게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에 저희 같은 종합사회복지관

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는 각 복지관마다 스무 명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

하기도 힘들 정도로 한국이 심각한 복지후진국이라는 뜻입니다.” (김보경, “보이지 

않는 곳까지”, 2008, p.134)

IV. 면담자의 인식 및 태도

1. 빈곤

  (1) 서술방식에서 나타나는 면담자들의 태도 변화

  1996년도의 인터뷰에서는 스스로 분석을 중시하는 느낌에서 2000년대의 인터뷰

에서는 직접화법의 형식을 보이며 분석보다는 인터뷰 자체를 중시한 변화가 있었

다. 1996년도의 인터뷰(박영아, “구산동 산 61번지”, 1996; 심판․조중래․최홍석, 

“성장의 그늘에 가린 우리의 이웃”, 1996)에서는 간접화법을 통해 면담자대상자들

의 생활환경과 인식을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상

을 먼저 지적하고 인터뷰를 들어간다든지, 그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묘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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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모습에 대한 첫인상들을 서술하고 있다. 

“산 61번지의 판자 집들은 대부분 무허가 주택이다. (중략) 근로능력이 없어서 대

부분 생활보호대상자이다. (중략) 개인 화장실을 쓰는 집은 굉장히 드물다.” (박영

아, “구산동 산 61번지”, 1996)

  이들은 대체로 경위 ‘설명-장소묘사-대상자의 상태묘사-생활실태 보고-대안제시’

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서술자가 등장하여 설명을 함으로써 보다 사실의 객관적

인 전달이라기보다는 서술자의 시각에 비친 인터뷰 현장을 전달해 주었다. 이는 

서술자의 공감적인 시선이라기보다는 면담 대상자들을 마치 실험대상으로 보는 

듯 자신들의 논리와 시각에 따라 이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

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도의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박씨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다. (중략) 술 냄새가 조금 났다. (중략) 박씨의 방은 

내가 대동제 기간에 이벤트로 열린 하루 감옥 체험에서 약 5분간 감금되어 있던 

0.75평짜리 양심수용 감옥의 2배가 채 안 되는 크기였다.” (김린, “영등포 쪽방촌

을 다녀와서”, 2000, pp.104-107)

  2003년도에 이르러 많은 분량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간접화법의 형식과 직접화

법의 형식이 혼재하였다. 2003년도의 인터뷰(김장효, “노숙자 할머니의 삶에 대해

서”, 2003; 유정한․박선영, “의료급여 수급환자의 이야기”, 2003; 이영림, “서울대

학교병원 의료사회사업 실습을 통해 살펴본 저소득층 건강보호 관련법과 정책의 

문제점”, 2003)에서는 이전과 같은 논조로 인터뷰 자체보다는 분석을 중요하게 다

루어 서술자의 시각과 생각이 많이 드러나 있다. 

  반면 2005년도의 인터뷰(이새롬, “작고 늦지만 희망을 이야기하며”, 2005; 장

품․양재영, “사회복지사와 사회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05; 이준영․이주

연, “박건식 할아버지를 만나고”, 2005)에서는 인터뷰 대상자들과의 직접화법 형

식이 나타났다. 

“나: 할머니 그럼 나라에서 생활보호대사자로 얼마나 받으세요? 이 집세 내시고 

아이들 생활비로 쓰시고 하면 부족하지 않으세요?

장○례 할머니: 한 달에 57만원 받고요. 월세가 보증금 500에 20이니깐 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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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셋이서 살아보세요. 매일 눈물 짜며 사는 거지.” (장품․양재영, “사

회복지사와 사회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05, p.111)

  2008년과 2010년 인터뷰(김화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목소리 듣기”, 2008; 

김민형, “서울역 앞 노숙자들의 삶”, 2010 등)에서는 질문과 답의 형식을 취하면

서 인터뷰 자체를 더 중시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나: 아까 보니깐 다른 분께서 공공근로, 희망근로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던데 정

부에서 일자리를 구해주면 좋으신가요?

양○○할아버지: 그건 수급권자는 안 시켜줘. 못 해. 그거 공공근로, 희망근로 꽤 

형편 괜찮은 사람들만 돼.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 아니면서 조금 더 형편 

나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일하고 돈 받는 거야.” (김민형, “서울역 앞 

노숙자들의 삶”, 2010, p.7)

  물론 대부분의 인터뷰 자료집들에서는 서론과 본론 결론의 형식이 있었으며 서

론에서는 인터뷰하기까지의 과정이 드러나 있고 본론에서는 인터뷰 내용들이 객

관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이전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처음부터 간접화

법으로 해왔던 것들은 모두 결론에서 응축하여 인터뷰를 정리하여 제도의 문제점

과 대안을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2)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면담자들의 인식 및 태도 변화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면담자들의 인식 및 태도는 크게 세 가지의 측면으로 나

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는 빈곤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

다. 물론 1996년도와 2000년대 초반에도 빈곤이 국가 책임이라는 인식은 존재하

였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며 오히려 빈곤문제에 대해 무지하였던 자신을 반성

하는 자아성찰적인 태도를 보였다.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정부가 극빈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보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중략) 원론적인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중략)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후에도 가끔 들리는 철거촌 소식에 

전보다도 오히려 더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는 내 모습에 나 자신도 놀라는 때가 

가끔 있다.” (채휘진, “칼산에 대한 기억”,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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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나 사회보

장법에 대한 비판과 개선점을 제시하면서 빈곤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고

해졌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이나 근로조건부 수급자 문제 등 기초생활보장법 및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한부모가정이나 독거노인, 청소년가정 등 가

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적극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하기

도 하였다.

“정할머니의 실제소득과는 무관하게 단지 부양의무자인 딸이 생존한다는 점만으로 

산정되고 있었다. (중략)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간

주부양비라는 잣대를 들이대어 급여액을 실제의 수효보다 현저하게 낮추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민구․이수현,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 되는 사회보장

을 위하여”, 2005, p.34)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

머니 한 분이 수급권자에서 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멀리 떨어져 사는 손자가 삼

성계열에 입사해서였어요. 분명 경제적인 원조가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도

가 미처 보호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현지, “인간다운 삶의 현

재, 그리고 미래”, 2008, p.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방식 중 통합급여 방식과 보충급여의 방식은 제도 

초기부터 계속된 논란의 중심이었다. (중략) 문제는 통합급여 체계에서는 수급자

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발생하는 순간에 모든 급여의 수급자격을 잃

게 된다는 점이다. (중략) 보충급여 체계에 의해 소득이 늘어난 만큼 수급액이 감

소되므로 적극적으로 노동에 나서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현지, “인

간다운 삶의 현재, 그리고 미래”, 2008-1, p.90)

“한부모가구와 같은 1, 2인 가구인 경우 최저생계비가 현재 너무 낮게 책정되고 

있어서 그 가구의 유형 및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양

육비, 교육비가 특히 더 필요하다는 점도 크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기관

에서는 지적하였다.” (임정윤, “한부모가정 여성 수급권자와의 만남”, 2005, p.99)

  두 번째로 빈곤계층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

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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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사회보장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경제적 수급만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자립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건, “진정

한 인간다운 생활이란 무엇인가”, 2011, p.63)

  세 번째로 빈곤계층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및 문화생활에 대한 논의

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들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과 과제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렇게 

당연한 인프라로 인식되는 인터넷의 이용이 어려워 고통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들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략) 할머니와 인터뷰하면서 물질적인 최저생활도 보

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을 통감했지만, 할머니가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아

이의 학원교육이나 인터넷, 할머니께서 같은 연배의 분들과의 교류나 여가가 전혀 

없으신 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새롬, “작고 늦지만 희망을 이야기하며”, 2005, 

p.113)

2. 장애

  (1) 거리감의 문제

  인터뷰 모음집에서 나타난 장애문제를 바라보는 면담자들의 태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시선과 큰 궤를 같이한다. 인터뷰 초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거리

감을 느끼고, 타자화하는 경향에서 서술한 인터뷰가 많이 있었다. 처음에는 이해

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식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인터뷰까지도 발견되곤 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자를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단 내가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 중에는 수급권자가 없었거니와, 수급권자이더라도 자신이 그런 처

지에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중략)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장애인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지 못하다

는 생각이 들었다.” (박지현, “장애인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 2008, 

p.57)

  하지만 최근에는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이에 대해 조사, 

탐구하는 면담자들이 많아지면서 장애인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도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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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주체라는 인식이 많이 등장하였다.

“대학을 들어오고 나서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 가운데서 장애인을 만나게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나의 인식은 바뀌기 시작했다. TV속에서 비장애인의 일방적 시선

으로 그려지던 장애인의 모습, 즉 비장애인과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와 똑같이 

생활을 영위하는, 그저 ‘그냥’ 사람으로서 장애인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김민

지, “장애인이 사회주체로서 서기까지”, 2010, p.100)

 

  (2) 주제의 선정 

  초기에는 면담자와 자유로운 형식으로 대화하면서 장애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인터뷰가 많았다. 많은 학생들이 과제에 대하여 생소해 하면서 인터뷰 자

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질문 내용은 교사에게는 우선 경력과 학급의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둘째로 

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과 보람을 물어보았으며, 셋째로 국가나 사회에 대한 평

가 및 바라는 점을 물어보았고, 마지막으로 아동의 장래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구본권,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 –특수교육 관련자와의 만남”, 2000, p.13)

  하지만 점차 장애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장애인 이동권, 자립생활지

원, 장애등급분류 등의 세부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우

가 점차 증가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구성하면서 관련된 쟁점들에 대하여 탐구하였고, 그중에서도 ‘장

애학생들의 학습 접근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이 ‘학습 접근권’

의 개념은 장애학생들도 비장애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김태완, “보편성의 확보 –장애학생의 학습 접근권 신장방향”, 2011, 

p.138)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명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책자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분류된 등급에 따라 

관리당하고 있다는 건 제도의 문제이지만 그 근원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을 바라보

는 우리의 시선이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한다.” (이

현지,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으로 봐야 할 것들”, 2011,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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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애 관련 법제 분석

  마지막으로 많은 학생들이 단순한 소감을 넘어서 장애문제에 대하여 법적인 관

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몇몇 인터뷰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장애인정책

을 조사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강유나, “장애와 빈곤 속에서 희망찾기”, 2008; 정지원, “중증

장애인 권익보장의 현주소”, 2011; 송승훈, “중증장애인의 몸부림, 밖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권리”, 2011; 김호동, “장애인의 접근권 – 서울대학교 학내 상황과 

시설”, 2011).

 

3. 노인

  (1) 분석의 방향

  시기별 변화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도식화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특히 90년대 자

료가 1996년도 자료 이외에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해서 신뢰성 있는 분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식화를 지양하고 주목할 만한 사례를 읽어내고자 했다.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함은 노인문제의 전형성을 드러내는 사례를 의미한다.

  면담자의 태도를 분석할 때는 면담자가 노인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때로

는 면담 자료에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가령 질문의 내용 등에

서 드러나는데 이를 바탕으로 했다.

  (2) 구체적 분석 내용

  면담자들은 거의가 노인의 빈곤문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모든 면담자가 빠지지 

않고 ‘생보법’이나 ‘국기법’ 상의 수급여부를 질문했다.

“나 : 한 달에 얼마정도 받으시나요?

 할머니 : 한 28만 원 정도.” (윤선주, “사회보장수급권자 인터뷰”, 2008, p.7)

“Q : 할아버지, 나라에서 받아서 쓰시는 돈이 있으신 가요?

 A : 어 받고 있어. 수급권자니까

 Q : 그러면 수급권자가 되시기까지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A : 뭐 가족들이 다 안보이니까…….

 Q : 얼마정도 나오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A : 한 37만 얼마 나와.” (정기화, “사회보장 수급권자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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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하여”, 2007, p.13)

  대체로 최근의 인터뷰 자료에는 빈곤문제 이외 노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증가

했다. 가령 2008년 인터뷰 중에 “한국에서 노인으로 동시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살

아간다는 것은”(김현주)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이는 노인문제와 빈곤문제를 개념

적으로 구별하는 인식태도를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는 2000년 이후 급증한 독거노인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된 것이 영향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는 이 중 빈곤과 노인문제를 함께 갖고 있는 독거노인 분

들이 그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라고 판단되어 최종인터뷰 대상 분

야로 선정하게 되었다.” (김재우, “가슴으로 바라본 기초생활보장제도”, 2011, p.12)

“그러던 중 다양한 종류의 사회보장수급권자 중 주제부터 선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독거노인’을 떠올린 후 인터넷에서 복지관보다는 독거노인을 중

점적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을 위주로 찾아보았다.…‘KBS 추적60분’이라는 프

로그램에서 2002년에 방영된 ‘버림받은 황혼-0.7평 쪽방의 노인들’이라는 DVD자

료를 찾게 되었다.” (허승하, “외면할 수 없는 그들의 이야기”, 2010, p.136)

4.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사례는 1996년도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2007, 2008년에 사례가 

있긴 하지만 어떤 경향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특징적인 모습들을 꼽

아보자면, 먼저 면담대상자들을 ‘그들’로 분류하여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서 배타

적으로 파악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일종의 특혜 받은 계층이랄 수 있는 대학생, 더욱이나 서울대생들

에게 품고 있을 피지배층(?)으로서의 반감이 두려웠고 내가 과연 제대로 된 대화

를 나눌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 우려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 (김갑천, “사회

보장법 리포트”, 1996)

  청소년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가 병과도 같이 시급히 치유해야 한다고 파악하는 

입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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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쌍스러운 말투와 불량스런 행동을 통해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

였다. (중략)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위 학생의 부정적 자아개념을 긍정적으

로 바꾸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학생은 짧은 상담 중에서도 매우 불량적이

며 사회나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전문 복지사나 주위의 친

척, 혹은 상담요원의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접근 및 상담을 통해 변화시키려는 노

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인다.” (김종민, 무제, 1996)

  아동 및 청소년을 동정하는 입장에서 서술하는 관점이 적지 않았다.

“내가 만났던 잣나무 아이들은 모두가 상처를 받고 살았었기 때문에 좀 거친 아

이도 있고,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지만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바라는 것만은 틀

림없었다.” (이상호, “사회보장법 리포트”, 1996)

“자신의 현실을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치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본인의 맘을 

아프게 했던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자신이 생활 보호 대상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

는 아동도 있었다. (중략) 그런데 왜 반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리는지 정말 모르겠

다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아이…….” (김대홍, “사회보장법 리포트”, 1996)

  기존의 선입견과는 달리 면담을 하면서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을 고치거나 반성하는 모습 역시 있었다.

“생각과는 달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포근했고 만나는 아이들마다 고개를 숙여 인

사하는 이도 있었다.” (윤준호, “상록보육원을 다녀와서”, 1996)

  아동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개별 아동에 대한 

심리적 보살핌이나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식의 해결 방식을 강조하는 사례들

이 많았다.

“아이들은 무엇보다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에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전화

를 해드리는 morning call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해서 방과 후 빈집에 들

어오는 아이들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전화로 보내 주는 서비스를 실행하면 어떨

까?” (김대홍, “사회보장법 리포트”, 1996)

“이제는 과거와 같이 결손가정의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국가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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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하지 않아도 사회 곳곳에서 사랑의 온정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 아동문제라

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시설 아동이 정상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괴리감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회 정책의 중요한 점이 되어야 한다.” (이상

호, “사회보장법 리포트”, 1996)

“그러나 물질적인 향상보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정신적 수준에서의 지원

의 향상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족하더라도(실제로 그러하지도 못하지만), 정

신이 공허하고 가슴이 메말라있다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아픔, (중략) 그 현실을 달래줄 무언가가 지금은 결

여되어 있습니다.” (전흔자, “보육원 인터뷰”, 2007, p.74)

 

5. 산업재해   

  (1) 전체적인 인상

  면담자들은 1996년의 면담과 2011년의 면담을 비교했을 때, 인식의 수준 혹은 

피재근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목할 만 한 점

은 1990년대에 행해졌던 면담이 훨씬 더 진지한 인상을 주었다는 점이다. 면담자

들이 사용한 문체에서도 그러한 진지함이 묻어났으며 피상적인 혹은 형식적인 질

문에 그치지 않고 피재근로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자 

하는 느낌을 주는 면담들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피면담자들의 선정 과정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면담은 대부분 병원에 입원 중인 피재근로자나 복지센터에서 요양 중인 

피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반면 200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면담은 주로 자

신의 지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행해졌다. 물론 자신이 모르는 피재근

로자를 면담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대상을 선정하는 과

정에서의 노력과 열정이 이러한 차이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2) 면담자들의 태도

  흔히 법률가들이 책상에서만 산재를 이해하기 때문에 사고의 심각성을 잘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면담자가 이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헤어지기 전에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라며 나에게 일화 하나를 들려줬다. 산재 중

에서 제일 많은 것 중 하나가 프레스에 손목이나 손가락이 짤리는 거에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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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판사가 재판 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아

니 손을 빼지 왜 그냥 있었냐’고. 그 말에 변호사가 열받아서 판사더러 직접 현장

에 같이 가보자고 그러고선 공장에 데려갔죠. 프레스를 작동시킨 다음 판사더러 

이랬대요. ‘자 판사님, 여기 손을 한번 넣었다가 빼 보시죠’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이

야기가 그가 던지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강지훈, “피재 노동자를 만나고”, 1996)

  때로는 피재근로자들을 수업 시간의 과제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는 것

에 대해 부채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수급권자라면 내가 바로 수급권자임을 밝히는 것 자체부터 싫을 것 같은데 

인터뷰 부탁을 드리면 꺼려하시지는 않으실지 등 많은 걱정이 들었다.” (김민지, 

“산재, 진입장벽을 낮춰라”, 2010, p.183)

  가끔 측은하게 피면담자를 바라보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주로 피면담자의 상

황을 분석하고 그에 공감하려는 태도를 많이 보여주었다.

“자료를 살펴보니 해결된 경우보다는 미해결로 남아 있는 것이 더 많았다……자

료 중에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는 마음이 아팠다.” (최민준․조옥기,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 동포의 집을 

다녀와서”, 2003, p.4)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시

는지요?, 다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재사고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것 이외에

는 아무 수도 없는 것인가요?” (김남훈․유성길, “어느 노동운동가의 삶과 실천의 

기록-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 인터뷰”, 2005, p.61,64)

  또한 자신이 아는 한 최대한 법률적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종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재요양신청도 가능할 텐데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나 소송같은 것은 생

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든 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김남훈․유성길, “어느 노동운동가

의 삶과 실천의 기록-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 인터뷰”, 2005, 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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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면담자들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방학기간 동안 나는 전공과정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 사회사업실

에서 실습을 하였다. 실습기간 한 달여 동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참관하고 사회복지사분들이 토로하는 어려움들을 들으면서 우

리나라 복지 관련법과 정책의 미비함 및 복지 수준의 열악함을 많이 느꼈다.” (이

영림,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사업 실습을 통해 살펴본 저소득층 건강보호 관련

법과 정책의 문제점”, 2003, p.34)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로 저소득층 건강보호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 자체의 

미비함이다. 두 번째로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자원의 부족이다. 

네 번째로 복지의식수준의 문제이다.” (이영림,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사업 실

습을 통해 살펴본 저소득층 건강보호 관련법과 정책의 문제점”, 2003, p.37-38)

“열악한 한국의 복지실정이 나아지려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첫째로 국민 전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수준의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로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로 제도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영림,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사업 실습을 통해 살펴본 저

소득층 건강보호 관련법과 정책의 문제점”, 2003, p.38)

“열악한 교정환경과 의료지원. 행형 관련법의 개정과 개선을 위한 제언” (강승훈, 

“감옥, 의료의 사각지대”, 1996)

“공공부조에서 늘 문제되는 것은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이나, (중략) 소아암

환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를 성인암환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에는 의문

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김민석, “소아암에서 성인암으로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의료급여체제의 사각”, 2011, p.186)

  또한 면담대상자들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기도 하였다.  

“희망도 없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있다. 목표가 보이면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목표는 보이지 않고 노력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냥 주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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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먹는 삶이 스스로 한심하다고 하신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중요한 문

제이지만, 그보다도 소외감, 외로움,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절망

감이 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박영아, “구산동 산61

번지”, 1996)

“그런(원망하는) 생각이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휠체어에 앉게 된지 15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도 가끔은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

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이 참 좋은 편이에요. (중략) 그

야말로 앉아서 죽어야 하는 경우죠.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는 하지만 팔을 어느 정도는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편이에요. 제 병이 진행성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

한성, “‘근이영양증’ 환자와의 인터뷰”, 2011, p.189)

  예상과 다른 면담대상자들의 태도로 인해 인터뷰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선입견

을 고치게 된 면담자도 있었다. 

“사회보장법을 배우고, 빈곤관에 대해서 논하면서도 국가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직접 책임지려 하지 않으며, 국가나 사회 제도에 대

한 묵시적인 불만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회 일반의 동정적인 선입

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은연중에나마 우리도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 

잠시 당황했다.” (유정한․박선영, “의료급여수급환자와의 이야기”, 2003, p.33)

 

7. 사회복지관련업무종사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사회보장수급권자를 직접 인터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분히 객관적이고 사실기술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인

터뷰어의 태도 또한 개인의 사례에 대한 ‘공감과 체험’ 유형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회보장법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기술한 ‘보고서’ 유형이라고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정형화된 질문의 틀이 연도별로 반복되어 관찰된 것으로 미루어보

아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사나 관련 기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해간 

뒤 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답변을 기술하고 결론부분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

는 방식이 다수였다. 

  또한 면담자의 피면담자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회보장수급권자와 달리 높은 수

준의 공감과 친밀함을 보인 사례가 많았다. 아무래도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경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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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노숙자, 독거노인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어려운 점이 존재하

기에 인터뷰 자체가 인터뷰어의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보단 즉흥적이고 탄력

적으로 이루어진 데에 비해,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상대적

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진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면담자의 태도 중 유일하게 연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인터뷰어의 소감 및 결론 부분이었다. 인터뷰의 구성이 주로 인터뷰 선정과정-인터

뷰 내용-소감 및 결론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소감 및 결론’ 부분은 인터뷰

를 마치고 난 뒤 인터뷰어의 내면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었다.

  1996년도와 2000년도에는 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존경과 법제도에 대한 아

쉬움이 주로 결론 부분에 등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

하고 헌신적으로 사회복지사 일을 수행하는 그들에 대한 존경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는 태도가 자주 관찰되었다. 특히, 바쁜 공부로 인해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자성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면담자 스스로가 나중에 법률가가 되어서 ‘법제도의 확충’ 및 재

정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법제도적, 구조적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2005년도와 2008년도 또한 이전의 인터뷰와 유사한 결론을 보여주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면담자의 문제의식은 유사하나 

‘거리감’이 늘어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분량의 비중을 보아도 1996년도와 

2000년도, 그리고 2005년도 일부까지만 하여도 결론부분이 2∼3페이지 이상 되었

지만 2008년도에는 대부분은 1페이지 내외의 분량이었고 다소 멀리서 관조하는 

듯 하는 감상평을 적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대신 피질문자, 즉 사회복지사가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아쉬움을 기술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하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예산 부족’이 주 내용을 이루는 반면 2008년도에는 시

-구-동의 행정체계에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의 부실함, 사회

복지사 및 사회보장수급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사회복지관련업무종사

자의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는 아무래도 우리나

라 사회보장현실이 예산적 어려움에서는 과거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일선 복지

관련업무종사자의 처우라든지, 복지전달체계나 사회적 인식의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피부로 느끼는 체감복지수준은 아직 나아갈 길이 멀다는 점을 

알려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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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평  가

1. 빈곤   

  면담대상자들의 빈곤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사고 및 질병(52.5%)’, ‘가

족단절(34%)’, ‘경제적 이유(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빈곤계층을 지원함에 

있어서 의료체계와 장애인 지원제도와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가

족단절이 원인이 된 경우도 상당 수 되는 바,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면담대상자들의 주거환경은 쪽방, 판자촌, 단칸방 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세 등 주거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계층을 위

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빈곤계층으로 낙인찍히는 문제점들도 있었다. 이에 빈곤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의 공급확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문제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면담대상자들의 근로 및 취업의지는 높은 반면, 근로여건이나 근로환경은 열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비조건부 수급자와 급여액

의 차이가 크지 않아 근로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빈곤계층에 

대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유인책 등을 정비하여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북돋아

주고 이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공교육의 경우, 급식비․학용품비․교복비 등 빈곤계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체

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을 통해 빈곤을 벗어

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사교육에 대한 열망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따라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지역 대학 및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공부지도 프로그램 등을 통한 교육지원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빈곤계층의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률이 낮아, 정보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빈곤계층의 교육․문화․사회복지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접근

이 어려워지면서, 정보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빈곤계층에 대한 컴퓨터․인터넷 보급 및 교육, 인터넷 이용료 

지원 등 정보지원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빈곤계층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문화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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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경우는 없었고, 인근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헐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생활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생활카드나 사

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면담대상자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액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으

며, 특히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원수로만 지급되는 현행체계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따라서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액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면담대상자들과 면담자들에게서 빈곤문제가 국가책임이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체계에 대한 아쉬움이나 불만토로를 넘어서 

제도에 대한 비판 및 대안제시 등 적극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다. 또한 면담자들이 기초생활수급액 등 빈곤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주거․문화․의료․근로․교육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는 빈곤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이거나, 경제적인 빈곤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생활 전반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2. 장애   

  1996년부터 2011년까지의 인터뷰집을 분석해 본 결과 장애문제에 있어서 비교

적 폭넓은 변화양상을 감지할 수 있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정부의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의 변화가 비교적 큰 패러다임변화로 나타났으며, 개인적인 

관점에서 토로하는 불편, 애로사항 등에서도 그 유형이 변화하였다. 이 밖에도 초

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문제의식이 새롭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 정책의 변화는 장애인 시설의 운영주체, 설립목표 등에서 감지할 수 있

었다. 1996년 인터뷰초기 혹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교회, 

복지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수용시설을 찾아간 경우가 많았다. 이 시설의 

설립 목적은 주로 시혜적인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기거할 장소를 마련하거나 장애

고아를 보육하는 등 단순 수용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간혹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 장애인들 스스로 공동체를 

이루어 자조모임, 그룹홈 등의 새로운 형태의 모임이 등장했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목표로 하는 복지시설들도 등장했다. 특히 2011년에는 동작장애인자립센

터등 ‘자립’의 목표가 전면으로 등장하는 시설을 방문하고 진행한 인터뷰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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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장애인들이 토로하는 문제점 등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1996년 가장 

눈길을 끄는 인터뷰는 지체장애인 이동원 씨에 대한 무차별 폭행사건을 다룬 인

터뷰였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경멸 혹은 혐오의 눈으로 바

라보았던 듯하다. 면담대상자들은 이러한 시선에 고통 받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혐오와 경멸의 시선은 완화되었고 이후에는 사회의 일원

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 2003년의 인터뷰에서는 청각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에티켓’의 관

점으로 접근한 인터뷰가 등장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을 질타하

고 정책적인 배려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는 ‘자립’의 관점에서 배려를 넘어서 장애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각이 주를 이루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경멸하던 태도

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자립을 도모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뷰 초기단계에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장애인문제의 주류로 여

겨지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는 인터뷰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피상적인 접근으로 일관하다가 장애문제에 대하여 논의되는 심도가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들은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08년경에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하여만 심층적으로 다루는 인

터뷰가 등장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1∼2학생들이 비슷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또

한 2002년부터 서울대학교가 특별전형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선발하면서 고등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면담대상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등장하였는데,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유형이다. 장애인의 대학교육은 장애인의 자립과 결부되어 중요한 의미

를 가지므로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장애등급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인격권에 대한 논의도 인상 깊었다. 

  이처럼 장애문제는 인터뷰 모음집을 분석해본 결과 ‘수용-재활-자립’의 패러다

임이 드러났고, 다행히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논

의의 틀이 확장되었으며 그 심도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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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우리는 인터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인터뷰 자료집을 수회 읽었다.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터뷰 수행자들이 찾은 대상자가 거의 모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생보법’, ‘국기법’에 따른 사회보장수급을 받는 노인들이었

다. 즉 이제까지 다수의 학생들이 노인문제를 빈곤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었다. 사

회보장의 현실은 이보다 더 다양하지만 인터뷰 자료집에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빈곤문제에 대한 것이 절대 다수다. 

  이런 경향성의 배경에는 실제로 노인들의 경제적 궁핍이 노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주요인이 되며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구축이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다.34) 애당초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

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35)”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 구축의 초점이 이러한 것도 이해가 간다. 

  노인들의 경제적 궁핍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본다. 노인들은 생활비를 자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적, 사적 연금 기타 사회보장 제도에 의한 경우는 소수다.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취업 21.8 41.0 27.3 11.6

공적연금 1.7 64.6 82.1 87.7

기업연금 83.4 27.1 35.5

저축 및 재산 9.0 27.0 67.1 28.3

자녀의존 78.2 29.8 2.4 1.7

기타 5.7 7.5 11.6 20.0

(1996년 인터뷰 자료집에서 인용)

  인터뷰 자료에서 매 자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생보법’, ‘국기법’

34) 실제로 인터뷰 자료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료[원자료 출처 : 국무조정실 노인보건복지

대책위원회,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보고서, 3-4면]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3.2%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반면, 노인의 경우 10.1%로 빈곤층 비율

이 높다.” 
35)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판례집 16-2(하),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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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수급여부다. 그 액수는 대부분 ‘생보법’ 당시에는 25만 원 정도, ‘국기법’

이 시행된 이후로 현재는 40만 원 선이며 수급자는 대체로 이외의 수입이 없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령수당은 그 액수가 3∼4만 원 선으로 매우 적은 액수다. 

따라서 노인들이 처한 주요한 문제가 경제적 궁핍이며 따라서 사회보장의 초점, 

그리고 학생들의 초점이 이 문제에 맞춰져 있는 것은 일견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노인문제의 독자적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다.

  노인문제라는 항목을 따로 설정할 때에는 그 나름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가령 

장애가 있는 노인이나 빈곤한 노인을 인터뷰한다면 그것은 빈곤문제나 장애문제

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노인문제라고 따로 구획을 설정할 이유가 있

는가? 인터뷰 자료의 노인들의 ‘말’의 이면에는 그 밖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몇몇 인터뷰는 이를 인식했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들의 고독감이다. 가령, 학생들

이 ‘생보법’이나 ‘국기법’상 수급 받는 것이 있는지를 질문한 후 반드시 뒤따르는 

질문은 수급액이 충분한지 여부다. 이에 대해서는 4할 정도의 경우가 별로 부족함

이 없다고 대답했을 정도로 말이 갈린다. 그러나 외롭다, 쓸쓸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노인은 없었다. 이 고독감은 노년을 함께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과 함께 살지 못하고 홀로 죽어간다는 고독감이다.36)  

  현재 사회보장 현실에서 노인문제를 다룰 때 동거가족의 존재여부에 대한 관심

은 가령 ‘국기법’37)에서 부양가능한 자녀의 존재 여부를 수급여부를 따지는 기준

으로 삼고 있는 외에 크게 드러나는 면이 없다.

  그러나 모든 노인들이 말하는 “고독감”의 근원은 가족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이는 면담 대상 노인 대다수가 독거노인이거나 배우자와 단 둘이 사는 노인이라

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문제는 과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 인

터뷰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그 대상인 인터뷰에 드러난 사회보장 수급 대상자의 

‘말’을 듣고, 이제까지의 인터뷰 수행자들이 그 말을 들어온 ‘태도’를 분석하는 것

36) 인터뷰자료 전체 56건 중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열 건 미만이다. 그리

고 그 중에서 배우자도 없이 혼자 사는 경우는 9할 이상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자녀가 아예 없는 경우는 없었다.
37)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

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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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이 분석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노인들의 ‘말’에 있다. 노인들이 그

들의 고독감과 가족의 결핍을 말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일단 위 질문에 대한 답

은 보류했다.

4.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문제는 여타 문제들과 동일하게 물질적 지원이 부족한 것, 예를 

들어 주거 문제라든가 생계 문제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보육원에 있

지 않은 아동들 중 후원자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계가 여지없이 

곤란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나마 보육원에 있는 경우 생계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으나, 다른 아동들과의 경제적․환경적 차이들이 이들에게 정서적인 열등감

이라든가 불안정함을 더해주는 것이 문제시 되었다. 10여 년의 시간 동안 인터뷰 

속의 아동들은 항상 그 사회의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에 비해 물질적으로 조

금 부족했으며, 심리적으로는 많은 부분 결핍을 느껴왔음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 문제는 기타 사회보장법 문제와 동일한 문제점도 있지만, 특유한 부분도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대상자들이 사회적 보호와 더불어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

한 ‘아동들’이라는 점이다. 즉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어떠한지 역시 사

회보장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면담자들

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통해 그 사회가 고아 및 소년소녀가장들을 어떻게 바라

보았는지 엿볼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례가 비록 1996년도에 8건이나 집중되어 있어서 뚜렷한 유형화를 한다는 것

은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시기의 면담자의 태도는 2011년 현재와는 

다르게 아동들을 배타적으로 대우하는 사례들이 존재했다. 즉 이들에게 ‘불량아’

라는 낙인을 찍으며 ‘우리’와는 다른 존재들이라고 파악한 면이 있었다. “고아들

은 불량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회적 편견이 어느 정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

다. 물론 이들이 진짜로 불량했기에 이러한 시각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이러한 

시각들로 인해 이들이 그렇게 불량하게(?) 구성되어진 것이지는 모를 일이지만 말

이다. 이러한 아동 문제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볼 수도 있게끔 

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들을 동정하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며 끝맺는 방식이 많았다. 

  2000년대 사례는 2007, 2008에 걸쳐서 3개였지만, 1996년과 10년 이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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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보니 면담자의 태도 변화가 조금은 있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질문을 

함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면모를 

보였고, 또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친구처럼 가까운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말

을 주고받는 대목들을 엿볼 수 있었다. 편부모가정의 아이들이나 소년소녀가장을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포섭하기 시작했음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

다. 빈곤 파트에서 너무도 상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아동 파트에서 다루지 못한 

2011년의 아동 문제 면담들을 읽어보면 이러한 공감 능력이 면담자들에게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아동 문제에서 해결의 핵심이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지

원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제도를 구상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각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피재근로

자들은 많지 않았지만 이 수치를 갈수록 낮춰가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된다. 또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물론 재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이 최우선이겠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한 이상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손실의 소

극적인 전보보다는 피재근로자로 하여금 다시 예전의 생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피재근로자들의 재사회화

를 위한 노력은 미미한 편이다. 그들은 재취업 의사를 확실하게 갖고 있지만 사회

적 편견, 그리고 상실한 노동 능력으로 인해서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 재취업을 사업주들에게 강요하기보다

는 피재근로자들의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면담 중 50%가 어느 주체에 의해

서 피재근로자들이 재사회화를 위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지 않다

는 사실 자체가 그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정부기관 혹은 회사로

부터 재사회화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면담 분석 결과 나타났는데, 앞

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산재의 발생 원인에서 통근재해를 당한 피면담자는 한 건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통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수업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출

퇴근 경로나 수단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강요되는 측면이 강하고 통근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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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제공되는 회사보다는 그렇지 않은 회사의 사원들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부

여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례가 통근재해를 산업재해의 원

인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인이 치료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료비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놓고 전적으로 우리 사회보장시스

템이 피재근로자의 보호에 취약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피재근로

자 보호 차원에서 치료비를 먼저 사업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사후에 사업주

에 보험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간다면 우선적으

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민사/행정 소송의 제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는 법 제도적으로 정비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와 법률 지식의 부재로 인해서 소

송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송 구조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적극적으

로 해결해야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변호사 수가 더 많아진다면 

변호사들이 보다 더 능동적인 자세로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피재근로자들을 찾아

다닐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소송 구조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피

재근로자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의료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한 면담대상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국가 재정에서 의

료비의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액수의 측면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을 대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사회의 차가운 시

선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국

가에만 맡기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의 지원이 절

실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며 그러한 지원이 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함께 사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나누어 부담해야 할 책

임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바꾸게 되어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된 면담

자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삶과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사

회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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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선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통하여 의료급여수

급권자들이 사회적 냉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사회복지관련업무종사자

  1996년도 2000년도 인터뷰만 해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임금 및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5년도 인터뷰부

터는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2008년도에 들어

서는 거의 대부분의 인터뷰에서 이 점이 언급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복지

사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말초신경으로서 정부가 헌법에 의해 규정된 자신의 사

회보장수급권자에 대한 복지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존재

이다. 다시 말해서 법과 현실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1970년대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현물공급 및 시설보호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서비스지원 및 생활보조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등장한 직업이다.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선교

단체 및 외원단체 위주의 구호사업을 넘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법인이 직접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가

둬놓고 최소한의 물질적 공급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가정에서 기초적인 생활환경

은 자율적으로 영위하게 하되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서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전환하였다는 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관련업무종사자의 인력부족현상 및 열악한 처

우 문제는 1990년대만 해도 잘 부각되지 못하였다. 특히 1998년 IMF 이후 경제 불

황과 대량실직으로 인해 노숙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대거 양산되었고, 2000

년대 이후에는 저출산과 노령화,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핵가족화와 가족관계의 

단절현상 등으로 인해 독거노인이 늘어났으며 대출금리 인상과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및 아파트 가격 버블현상 등으로 인해 무주택 빈민층이 늘어나 국가와 사회

의 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 지출 및 법제도의 개선, 그리고 사회복지사 충원 

등은 이러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서 복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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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숫자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의 

임금과 처우는 그대로 인데 업무량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사회보장수급권자들에 대해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였듯이 2008년도 인터뷰를 보면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인력부족 문제라고 한다. 또한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직업적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강요하는 것 또한 국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진정 사회보장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선 법과 현실을 매개하는 사회복지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입법적,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VI. 결  론

  이상으로 1996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회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모음집을 분석하였다. 우리는 지난 15년의 세월 속에 축적된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독함으로써 인터뷰에 담긴 생생한 현실과 시대상황을 최대한 객관의 눈으로 담

아내고자 노력하였고, 당시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와 문제의식의 변화를 되짚

어 봄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수준이 어떻게 변천하였는가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경주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현실을 시대별로 분석해본 결과, 큰 방향에서의 긍정

적인 변화들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다. 우선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선 생

활밀착형 복지서비스가 보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빈곤계층이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서비

스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서비스의 질도 조금씩 개선되었다.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의 전면적인 등장과 역할증대는 서비스지원 및 생활보조 위주의 복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틈새복지’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다양화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사회보장수급권자들의 자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의 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인터뷰에서 빈곤문제를 타파하

기 위하여 높은 근로의지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시설 혹은 집안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나 직업을 갖고 사회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목소리

도 인상 깊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재취업에 대한 열망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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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미했다. 일정한 복지급여를 받음

에 있어 비조건부 수급자와 급여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근로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았고,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많았다.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의무고용제를 두고 있는데, 많은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보조금을 내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제도 분야의 경우 제도의 목적 자체

가 ‘피재자의 재사회화’보다는 ‘피해보상’에 머물러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하여 있었다. 우선 조

각난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나의 이음새로 꿰어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편의상 빈

곤, 장애, 노인, 산업재해 등으로 유형을 분류하였지만 많은 경우에 문제가 중복되

어 나타났다. 예컨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불구가 되어 장애를 입고 빈곤 속

에서 고통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빈곤한 가정에서 아동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가정은 노인을 부양하지 못하기에 노인이 방치된다. 이를 위하여 보다 세밀한 전

달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자에 맞춘 종합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하

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과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들은 열악한 처우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정책집행과정에서 사회보장수급권자들에 대한 인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빈곤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임대

아파트는 ‘낙인효과’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은 친구들 몰래 집에 들어가야 한다. 노인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인문제의 

핵심은 고독감과 맞닿아 있었다. 노인문제가 단순한 빈곤과 건강문제와 구분되는 

지점이 고독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는 완전한 노인 정책이라 볼 수 

없다. 고기 등급 매기듯이 장애등급을 매기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통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보장에 대한 의식수준을 살펴보았다. 면

담자가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제를 선택하였는지, 인터뷰를 작성하면서 어

떠한 문체를 사용하였고, 어떻게 결론을 이끌어 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인터뷰를 어떠한 문체로 기록하였는가에 따라 인터뷰를 임하는 면담자의 

태도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초기의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대상에 대해 직접화법

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화법으로 드러내며 독자들이 서술자를 통해 내용을 습득

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인터뷰에서는 면담 대상자들을 마치 실험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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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듯 자신들의 논리와 시각에 따라 이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

기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진다. 반면 뒤로 갈수록 인터뷰 대상자들과의 직접화법 

형식이 나타난다. 질문과 답을 그대로 실으면서 인터뷰 자체를 객관적으로 담아 

실어 내었다. 최대한 독자들에게 판단의 여지를 주고, 자신의 주관과 분석은 결론

부분으로 몰아넣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나타

난 변화라고 생각된다. 

  면담자가 채택한 주제들을 돌이켜 봄으로써 당시 사회가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빈곤문제에 

있어서 초기에는 문화생활에 대한 문제의식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빈곤층의 문화생활 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정 정도의 문화생활을 누

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다룬 인터뷰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인격권에 대한 관심 또한 마찬가지이다. 초기 면담자들은 주로 ‘수급액은 얼마

인지’등의 경제적인 요소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독감

에 대해 접근한 노인문제의 인터뷰, 장애 등급에 대해 인격권적인 관점에서 문제

를 제기한 인터뷰 등이 등장하였다. 우리 사회가 사회보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점차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

가 아닐까 싶다. 

  인터뷰의 동기와 결론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많은 인

터뷰들은 인터뷰를 ‘과제 때문에’ 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느낀 점에 대하여 단순한 

소감으로 끝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학생들은 특정한 제도의 시행 혹은 특정

한 판결문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한 탐구의 과정으로 인터뷰를 시행

하였고, 따라서 단순한 인터뷰 소감이 아니라 제도와 판례에 대한 치밀한 분석으

로 끝을 맺는다. 예컨대 ‘노인 요양 보장제도’의 시행에서 문제점을 탐색하거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판결문을 접하고 이를 탐구하기 위해 당사자를 찾아가

는 식이다. 

  이상으로 인터뷰 모음집을 분석하여 돌이켜본 우리 사회보장의 현실과 인터뷰

를 수행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태도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자료가 참신한 문제의

식을 가지고 사회보장의 지난 현실과 오늘의 상황을 비교하고 바람직한 변화는 

더욱더 극대화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시급히 고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

망한다. 더불어 이러한 역사적인 작업을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이흥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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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w is a Big River. Its Stream Should Reach 

Those Who Are in Need.” 

- Analysis on the interview collections in the Professor Lee Heung Jae’s 

social security law classes - 

Cha, Sung An et al.

  Despite the devoted efforts of hidden specialists group on social security, most of 

Korean legislations on social security through the military dictatorial regime of 

ex-presidents Park Jeong-hee and Jeon Du-whan could not go beyond the category 

of nominal legislations with the purpose of mitigating the complaints of the lower 

classes and obtaining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Due to the weakening of the 

characteristic as a right and low level of benefits, the accumulation of court deci-

sions on social security was very slow. In light of this f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ality of social security through personal interview could be a good way of 

grasping the actual effectiveness of social security law. Concerning this, it is very 

encouraging that many interviews on the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benefits 

have been accumulated by many students in the Professor Lee Heung Jae’s social 

security law class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en 

volumes interviews during the past 15 years, this thesis tried to describe the aspects 

of changes of social security reality during the past 15 years. 

  The analysed interviews consist of 227 cases : 56 cases (24.7%) on ‘the elderly’, 

52 cases (22.9%) on ‘the disabled’, 55 cases (24.2%) on ‘poverty problems’, 7 cas-

es (3.1%) on ‘the homeless’, 15 cases (6.6%) on ‘industrial accident’, 11 cases 

(4.8%) on ‘children and juveniles’. The conclusion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trend of improvemen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in the long run is 

acknowledged. ‘Spread of welfare services closely linked with livelihood beyond 

simple economic support’, ‘improvement of medical and educational services on the 

poor’, ‘betterment of educational services on the disabled children and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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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for the disabled’, ‘the massive appearances of people engaged in welfare 

areas and increase of their roles’, ‘the increase of demand for independent life by 

industrial accident victims and the disabled who have been isolated in institutions or 

home in the meantime’ and etc. are good examples. However, these positive 

changes are not sufficiently supported by the legal system due to some limitations 

as follows. Too narrow gap between common benefit and conditional benefit weak-

ens the beneficiaries’s desire to work. The government is not active in offering jobs 

to the disabled, and there is no effective method to cope with the government’s vi-

olation of the compulsory employment rate for the disabled employees. The law 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eems focused mainly in ‘compensation’ 

itself and could not cover ‘the re-socialization of victims’.

  Furthermor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in reality, problems such 

as poverty, disability, aging and industrial accident are overlapping. For example, an 

industrial accident victim usually ends up being disabled and suffers from poverty.  

In the poverty-stricken home, child is likely to be exposed to many problems and 

the elderly are likely to be abandoned. In order to cope with these problems, more 

detailed welfare delivery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and more comprehensive 

welfare services fit for beneficiaries needs to be provided. In the administration of 

social security policy, the beneficiaries’ personal dignity should be respected 

carefully. For instance, rental apartment for the poor has ‘stigma effect’ and many 

young students who are residing there feels shameful. The elderly suffer not only 

from poverty and health problems but also from loneliness.

  In our analysis, we could also recognize the changes in the attitudes of the inter-

viewing students as well. Although there are some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the early interviews tend to show that interviewers consider the beneficia-

ries as ‘subjects’ for their research and fix their interviews according to their own 

knowledge and view on social security. They are mainly interested in economic lev-

el of benefits. But more recent interviews try to represent the beneficiaries’ in-

dependent point of view by using direct quotation or summarizing the interviews 

matter-of-factly and their interest go beyond economic dimension and extend to per-

sonality-related dimension such as ‘cultural life of the poor’, ‘stigma effect ca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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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cial security benefits’, ‘loneliness’, ‘the infringement of personality through 

disability rating’ and etc.

Keywords: Social security law, poverty, effectiveness of social security law, level of 

benefits, qualitative study, personal inter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