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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영역으로 직업권의 대표적 영역인 안마사업권
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안마사업은 식민지시대 이래 시각장애인들의 특수한 직
업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이런 과정에는 복잡한 사회 역사적인 과정과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법적인 능력(capacity)에 대한 규정은 시각장애인들이 완전한
직업인으로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데 제한을 했으며, 또한 안마·침술 등이 유사의
료영역으로 규정되며 한의사업계와의 지속적인 경쟁관계 속에 놓여있었다. 한국
사회는 식민화, 탈식민화, 압축적 근대 등 세계에 유례없는 구조적 변동을 겪은
사회이다.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행위자들조차도 이런 구조변동에 적응하
기 어려운 정도였는데, 사회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어
떻게 생존권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본연구는 출발한다.
시각장애인의 직업권으로 대표되는 생존권 획득은 권위주의적 정치구조와 사
회구조 속에서 시혜적인 방식으로 발생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시혜주의
구조에서 시각장애인의 권리청원은 일부 성공했다. 하지만, 정치체제와 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계약주의적 방식으로 전환된 2000년대 이후,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증해줄 수 있던 최
고 결정권자에 의한 정치가 사라진 민주화 이후, 이는 지속적으로 헌법 재판소
에서 위헌 재판으로 청구되게 된다. 본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이라는 생
존권 영역이 형성되고 변동되는 과정을 (법적)능력-사회적 관계-시장-법의식의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의 장은 비정상적 법적 능력- 시혜주의-비경쟁 시장
-관습적 법의식의 관계에서 정상 능력-계약주의-경쟁시장-관습+헌법적 법의식
의 관계로 변화해왔다. 이런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식민통치->탈식민화)로 인
하거나, 혹은 국제규범의 이식, 시장 영역의 확대 등을 통한 변화였다.
두 번째, 시혜주의적 구조는 식민주의적 시혜주의, 원조중심 시혜주의, 권위주
의 시혜주의, 시혜주의적 국제규범의 이식 등으로 분석했다. 시혜주의적 관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요 행위체와 자원배분, 입법의 관계에서 변이를 보였다. 하
지만 근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자선-자혜의 대상으로 설정하며, 불평등한 위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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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구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70년대 권위주의 통치시기의 시
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 획득은 시혜주의적 입법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당시 다양
한 이익단체들이 충돌하며, 유사의료업의 법제화를 막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의료 2원 체계의 강고한 틀 속에서 의료법 내에서 안마업권을 획
득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시혜주의적 입법이 구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세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비정상적 법적 능력의 규정은 보호주의적 능력제한(민
법)-전문 자격제한(의료법, 약사법)-우생학적 자격제한(해외이주법, 모자보건법)
의 형태로 나타났음을 발견했다. 흔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해 논의할
때, 이는 사회적 관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논의가 될 뿐 법적 구조에
대한 분석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본연구는 근대법의 형성과정에
서 장애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식민지 조선
에서 일본 민법의 계수를 통해 능력에 대한 제한 규정이 발생했다. 농자, 아자,
맹자의 경우 준금치산자로 규정되어 계약의 완전한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이는
계약 등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하지
만 구관조사 등 조선의 전통적 관습에 대한 조사에 의거하면, 농자, 아자, 맹자
등에 대한 별다른 법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대법의
계수를 통해, 장애인들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능력”을 완전하게 갖추지 않은
“비정상인”으로 자리매김된다. 이는 해방이후에도 이어지며, 공무원의 임용, 고등
고시, 의료법, 약사법 등 각종 행위능력을 규정하는 법에서 능력이 없는 이들로
제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배제와 제한은 일괄적으로 폐
지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삭제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능력은 선험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
계와 정치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구술문화 중심의 사회에서는 문자 해
독능력이 없는 것이 별다른 능력의 부재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한글 문화와 인쇄
문화의 확산으로 문자문화가 정착되면서 맹인들이 글을 못읽는 것은 근대적 문해
능력의 부재로 인식되었다. 또한 전통 사회에서는 점복업자로 나름 직업을 영위
하고 살아갔지만, 과학과 근대적 사고체계의 확산으로 인해 이들은 미신으로 자
리매김 되어 갔고 이들은 근대적 직업 능력이 부재한 이들로 여겨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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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직업권리란 형식으로
자신들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는데 성공했다.
네번째, 시각장애인들이 생존권을 주장할 수 있던 근거로는 관습과 헌법의 두
차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시각장애인들이 강력하게 생존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로는 우선 관습법적 권리의식이 존재한다. 시각장애인들은 고려시대
부터 국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았다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는 왕실에서 시각장애인 점복업자를 보호해주었다는 과거의 기억과, 식민지시기
에 미신타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점복업을 총독부에 저항해 지켜왔다는
투쟁의 기억이, 안마사업권에 대한 권리의식과 결합되는 것이다. 안마사업권이 시
행된지 100년에 이른다는 역사적 현실과 과거의 시각장애인의 점복업자들의 권리
획득 기억이 결합이 되며 강력한 생존권 주장의 근거로 기능했다. 관습은 맑스가
지적했듯이 사회적 빈자들의 권리의 보고일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는
없지만, 위계질서 속에서 일정한 신분관계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받는 방식이 가
능하다. 시각장애인들의 관습적 권리주장은, 시혜주의적 권리 구조 속에서 작동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런 권리 주장은 위헌소송을 거치며 헌법적 권리 주장으로 전환해간다.
제헌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이고, 제헌헌법에는 생존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회국가적 원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헌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이런 헌법
적 근거가 실질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의해 바로 권리 근거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시각장애인 집단은 위헌소송을 거치며,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사회적 약자집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국가적 원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이
를 투쟁의 근거로 활용하게 되었다.
다섯번째로 본연구는 권리획득의 장이 계약주의적(contractual) 구조로 전환된
이후 “평등의 딜레마”가 발생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동일성에 기초한 평등한 사회에서는 특정한 집
단에게 특정한 이해(interest)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고 이는 특혜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발생한 위헌 소송과 위헌 판결 등은 “차이”가 있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혜택이 야기하는 “평등의 딜레마”이다. 이는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의 갈등이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평등한 사회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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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다른 처우는 근본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다는
비난에 시달리게 된다.
본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권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으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T.H.Marshal 식의 사회권 논의를 받아
들일 경우, 사회권은 정치 시민적 권리가 완성된 이후 단계론적으로 발생하는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권의 하위 요소인 생존권적 보장은 권위주의 체제하의
보장이어서 사회 모든 집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정한 사회집단이 권
리청원을 통해 생존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나름의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다. 시
각장애인의 생존권 획득은 완전한 평등과 자유권의 획득 이후 가능했던 것이 아
니라, 온정주의적으로 시혜주의적 구조에서 부여된 측면이 있다. 본연구는 권리
의 문법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권리의 실천에 대한 연구로, 권위주의적 체계 속
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권리가 청원되고 행사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
를 전개했다. 구체적 역사·사회적 관계 속에서 권리가 실천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져야 권리 언어와 권리 전략을 보다 실질화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 운동에서 “시혜”에서 “권리”로가 대표적인 구호이지만, 여기서 “시
혜”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없었다. 이런 “시혜”적 관계를 역
사적, 사회적으로 분석해, 보다 “권리”중심적 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
공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전통적 인식과 사회적 관습에 의
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기초로한 근대법의 적용과정에서 강화되어갔음을 밝혀
냈다. 구관조사에서 보이듯이 장애인들의 권리행위에 대하여는 전통사회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소유권의 확정과 계약을 보호하기 위
한 근대법이 강화되어가면서, 장애인들은 “능력”, 즉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을 갖추
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人”으로 자리매김 되어갔다. 이런 규정들은 장애인들이
국가 영역에서 공인하는 여러 자격을 취득하거나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 배제
조항으로 작용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본연구는 소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
로 생존권을 주장해온 역사를 분석해, 소수자들의 적극적 행위성을 밝혀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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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들에서는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사회적 메커니
즘에 분석이 맞추어져 있어, 소수자 집단을 희생자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소
수자 집단에 대한 자료 자체가 이를 배제하는 권력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며, 연구자들 역시 권력의 언어가 구성하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 집단에 대한 다원적인 자료수집을 통
해 이들의 권리 주장의 역동성을 분석했다. 시각장애인들의 역사적 전통, 관습적
권리주장, 투쟁의 기억 등 권리주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다양한 근거를 분석
해, 시혜주의 구조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역동적인 행위성을 분석했다.

주요어 : 시각장애인, 맹인, 안마, 시혜주의, 계약주의, 인권, 권리, 직업권, 생
존권, 제생원, 원조, 관습, 헌법
학 번 : 2003-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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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문제제기
한국 사회에서 권리의 문법, 인권의 문법 등 권리에 대한 규범적(normative)인
연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권리가 실제로 쓰이고 작동하고 있는 상황, 즉 권리의
실천, 권리의 사회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는 권리라는 개념이 근대이후
발생한 아직 몸에 잘 익히지 않은 생경한 개념이기에, 그만큼 사회 속에서 실천
되고 있는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기존의 권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유권 즉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의 차원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도 많
다. 생존권, 즉 사회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회적 집단,
행위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청원되어온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는 권리
논의에 있어서 사회권적 논의보다 자유권적 논의가 강조되어온 사회적 분위기와
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존권은 가장 절박한 권리로, 정치적, 시민적
자유권의 확보 없이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권리인 셈이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
집단일수록 생존의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본연구는 소수자 집단이 직업권으로
대표되는 생존권을 형성해가는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권리
의 문법, 인권의 문법을 보다 실질화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 철
학의 과제는 유일하게 가능한 인권의 정당화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전략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양한 전략들 중 어떤 전략이 오늘날의
탈형이상학적, 탈서구중심적 조건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문화권들에 의해 좀
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좀 더 지속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실천적으
로 좀 더 큰 효용을 갖는 인권의 개념을 마련해 낼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탐구
하는 그런 종류의 작업에 있을 것이다”(장은주, 2006). 마찬가지로 인권 사회학
의 과제는 다양한 인권전략, 심층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던 인권의 전략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분석해내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식민화, 탈식
민화, 압축적 근대 등 세계에 유례없는 구조적 변동을 겪은 사회이다. 사회적으
로 능력을 인정받는 행위자들 조차도 이런 구조변동에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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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사회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
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본연구는 출발한다.
또한 권리의 사회학은 법의 합리화 과정이 능력(capacity)을 인정받지 못한 소
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이 소수자들은 이런 합리화 과정에 대해 권리
의 언어를 어떻게 형성, 획득해갔는지, 또한 소유권의 확정 과정이 권리에서 배
제되어 있는 하층민들에게는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에 대해 밝혀낼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행위자들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억압적
(repressive) 법과 행위자들의 권리를 복구해주는(resitutive) 차원의 법의 이중성,
즉 통제적(regulating) 성격과 해방적(emancipating)인 성격의 법의 이중성의 분
석을 통해 소수자, 법, 사회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직업권의 대표적 영역인 안마사업권을 분석한다. 안마
사업은 식민지시대 이래 시각장애인들의 특수한 직업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이런
과정에는 복잡한 사회 역사적인 과정과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법적인 능력
(capacity)에 대한 규정은 시각장애인들이 완전한 직업인으로 자격을 갖고 활동
하는데 제한을 했으며, 또한 안마·침술 등이 유사의료영역으로 규정되며 한의사
업계와의 지속적인 경쟁관계 속에 놓여있었다. 시각장애인 자신들의 의료인으로
서의 자격이 불안정하며, 또한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해 합법성이 흔들리는 상황
에 놓여있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집단은 자신들의 생존권에 대
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지배적 사회적 관계와 관습적 권리의 근거를 활용
했다. 시각장애인의 직업권 주장은 이권과 인권의 경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합
되고 경쟁되어 왔다. 시각장애인의 권리 주장은 이를 생존권의 영역이라 청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 집단의 권리 주장은 소수자 집단의 권리주장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소수자란 한 사회에서 수가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회의 지배
적인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에서 유리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소수자
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서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아렌트, 2006)에 대한 논
의가 회자되고 있다.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는 1948년 인권 헌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논의로 세계인권헌장은 열망(aspiration)을 담은 것이지 법적으
로 구속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권리들이 실질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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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가질 권리” 즉 권리를 보장해줄 특정 정치체에 소속될 권리를 주장하고 있
다. 아감벤, 랑시에르, 소머스 등 철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아렌트의 “권리를 가
질 권리”론을 출발점을 삼아 현재 인권 체제의 불완전성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
런 “권리를 가질 권리”의 논의의 핵심은 시민권 혹은 국적의 상실의 문제1)를 문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를

가질 권리”를 시민권 중 국적에만 한정 시키는

것은 또 다른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국민국가의 공동체에
속하였지만,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집단은 늘상 존재해왔고 이들에 대
한 배제 규정이 법적으로도 존재해왔다. 이는 바로 ‘능력(capacity)에 대한 규정
이다.
근대법의 핵심은 제정법이란 전제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소유(property)를
사고파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간(legal person)에 대한 개념(Habermas,
1981)에서 출발한다. 소수자란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인간에서 배제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의 완전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국민국가 체계 내
에 존재해온 소수자라고 볼 수 있다. 사회학자인 브라이언 터너는 “의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Turner, 2009)라고 불렀다.
“권리를 가질 권리”의 한 축이 국적이 상실된 자, 난민, 이주자 등의 문제였다
면, 또 다른 한 축은 국적을 가졌지만 계약의 완전한 주체로 역할 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해 실질적 권리를 향유할 수 없었던 장
애인, 어린이 등의 권리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권리론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권리가 근거하고 있는 권리언
어와 사회적 관계의 연관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권리론들은 대
체로 서구의 계약주의적(contractual) 권리체제의 언어에 근거해있다. 각 평등한
개인이 계약을 맺고 있다는 권리론이 인권 담론의 전제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
만, 이를 관계론적 권리론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다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1) 아렌트 역시, 권리를 가질 권리의 논의를 하는 근거가 난민 보다 구체적으로는 홀로코스트
의 희생자가 된 유태인들 대상이었다. 아이히만 재판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처럼,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의 처참한 학살의 희생자가 되는데에는 이들에게서 국적 상실을 강제
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었다고 한다.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과 근거를 폐지한 후, 이
들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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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주의적 패러다임은 서구식 민주주의적 정치체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한국에
서 식민주의와 권위주의 통치 시절의 권리 패러다임은 다른 방식으로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우디위스(Woodiwiss, 2005)는 이를 “강제가능한 시혜(enforceable
benevolence)”패러다임으로 서구식 인권체계와는 상이한 마이너 권리패러다임이
라고 주장한다. 소머스(2008), 모리스(2006) 등의 많은 인권 사회학자들은 최근
실질적 권리 연구를 위해서는 권리언어가 근거해있는 사회적 구조, 관계 속에서
권리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적 상황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근거있
는 분석을 위해서는 이런 관계론적 권리론을 채택해야 한다.
본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권리형성과정 분석을 위해 시각장애인들의 행위성에
주목한다. 소수자들은 구조에 의해 강하게 규정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성을
밝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수자들은 자신들의 권리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
이고 또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리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정당성의 근
거를 때로는 관습에서 때로는 헌법에 기반해 권리를 주장한다.
장애인들의 권리 운동에서 대표적인 슬로건 중의 하나는 “시혜에서 권리로”(샤
피로, 2010)이다. 흔히 장애인을 동정과 자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과 제도에서 벗어나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다. 이는 동정의 대상이 되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평등한 권리
의 주체가 되기 위한 논의이지만, ‘시혜의 구조’에 대해서는 정치한 분석이 부족
한 실정이다. 권위주의적인 정치질서와 사회정책 속에서 시혜적인 사회정책 구조
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것이 장애인의 권리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분석이 요구된다. 시혜주의적인 사회정책과 제도는 단순히 전
통적인 왕조체제 등 전근대적인 영역의 단순한 잔존이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과정에서 재편되고 새로이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역사 사회학적 분석을 통
해 장애인의 권리 실천이 근간하고 있는 사회적 제도와 자원에 대한 분석을 해
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획득은 흔히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이후 발생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단계론적 시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이전
에도 특정 소수자 집단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해가는 사회적 방식, 권리획득
의 방식이 존재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정치체하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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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닌, 이전 권위주의 체계 하에서의 소수자의 권리획득이 이루어지는 사
회적 과정을 살펴보고 또한 민주화 이후 발생하는 “평등의 딜레마”에 대해 분석
한다.

2. 기존연구 검토
1) 직업권과 생존권에 대한 연구
(1) 시각장애인의 직업권에 대한 연구
시각장애인의 직업 형성에 관한 연구는 법학 계열의 연구와 사회복지와 특수
교육학 계열의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학 계열의 연구에서는 2000년대
벌어진 시각장애인 안마업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 되고 있
다. 법학 계열의 연구(김명수, 2010; 류혜정, 2006; 심영미, 2010; 임지봉,
2006; 조소영, 2008)들은 법리적 차원에서 위헌인가 아닌가라는 연구에 집중되
어 있다. 안마업권을 일종의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이 많은데,
이는 안마업권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안마업권의 형성과
유지가 되어가는 역사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분석은 대
체로 안마업권에 대한 권리를 규범적 차원에서의 헌법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로 특수교육학 영역의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임안수의 『한국 맹
인 직업사 연구』(1998)는 조선시대 이래 맹인들의 다양한 직업의 변천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맹인 점복업자와 안마업 등의 직업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로, 시
각장애인계의 전승되는 기록을 바탕으로 한 기념비적인 연구이다. 이후 『한국시
각장애인의 역사』(2010) 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안마사 제도 이외에도, 조선
시대 때의 대표적인 직업이었던 맹인 점복업자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오천균
(1989)는 특수교육의 역사가 선교사들의 교육 이후 근대시기에 시작된 것이 아
니라,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주장하기 위한 연구이다. 조선조 맹교육 사
상을 연구하며, 조선시대 맹인의 대표적인 직업인 점복업자와 관현맹인, 즉 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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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연구를 한다. 주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반한 연구이다. 이런 연구들은
특수교육과 맹인 직업이 선교사 혹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식되었다는 논의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실록과 맹인들의 구술전승에 기초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
한 맹학교의 이료교과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김기창, 2005)도 있다. 이런 연구에
서도 식민지기 이래의 직업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수반되고 있다.
또한 양만석의 『안마사 제도사 연구』(미간행원고)가 있다. 시각장애인인 양
만석은 안마사로 활동하며 안마사 제도를 연구해, 식민지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안마사 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본격적인 학문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수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런 연구와 시각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
진 연구들은 맹인 직업 영역의 풍부한 역사를 잘 살려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직업권의 형성과정에 대한 사회사적인 분석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시각장애인
공동체 내부의 서사를 중심으로 연구들이 구성되다 보니, 객관적 사회적 관계,
법적 관계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직업권 즉 생존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회적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정치한 분석은 다소 부족하다.
(2) 생존권에 대한 연구
직업권의 기반이 되는 생존권은 사회권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은 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
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생존
권은 청구권적인 성격을 갖는 권리이다.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
은 그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강한 의미
의 권리인 청구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김도균, 2008).” 김도균은 첫째 생존권은
청구권적 성격을 갖는다. 둘째, 생존권적 기본권은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이다.
셋째, 사회보장권의 성격과 실현은 국가의 재정형편에 따라 다르다. 넷째, 생활
보장권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확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김영길(1973)은 생존권, 생활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생활권적 기본권은 자본
주의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초 자본주
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자유 방임주의 및 선진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경쟁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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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 난숙기를 경과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결합을 나타나게 되었
다. 즉 사회적으로는 근로계급과 자본계급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심각하고 예민
한 계급대립을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이른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은 적어도 경제
에 관한 한 명목상, 법상의 그것에 그치고, 실제로는 자본가의 착취의 자유 및
빈부의 불평등을 의미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결과로 실
업, 독점, 공황 등의 악현상을 나타냈고 국제적으로는 세계의 미개지역이 모두
선진자본열강에 분할 된 후에는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1919년의 독일 바이마르 헌
법에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에 그 목적
이 있고 정의의 원칙에 적합해야 한다.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안에서
보장된다.”는 규정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생존권, 생활권적 기본권은 일종
의 평등권적인 성격을 갖는 기본권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의 헌법 제정당시 제헌헌법에 생존권적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김영길, 1973; 김효전, 1986) 는 존재하지만, 이런 헌법적 생존권이
구체적 사회적 집단에 의해 어떻게 청원되고 주장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하다. 권리가 주장될 때만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생존권과 사회권이
철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근거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닐, 실질
적으로 구체적인 사회 관계 속에서 권리가 주장되고 청원되는 방식에 대한한 논
의가 필요할 것이다.

2) 근대적 사회사업 형성과 시혜주의
근대적 사회사업과 시혜주의 사회사업의 장은 생존권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
회적 장이다. 사회사업 영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생존권이 발생하고 행사하
는 사회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종래에는 사회복지와 사회
사업, 특수교육 영역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서 권리로서의 접근과 인식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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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 관련 사회사업에 대한 역사적 연구
시각장애인 관련 사회사업에 대한 연구로는 사회사업과 특수교육의 관점에서
로제타 홀 및 조선총독부 운영 제생원에 대한 연구(백남중, 2000 ; 김용섭,
2001 ; 김병하, 2002 ;홍금자, 2002)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근대적 사회사업의
시작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체로 특수교육의 도입이 근대적 사
회제도의 도입이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사
업을 처음 실시한 로제타 홀을 한국 특수교육의 효시로 바라보며, 홀의 특수교
육 시작 연도를 기점으로 특수교육 100년을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이를
특수교육의 시점으로 인정해도 되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선교사 위
주의 시각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 선교사계 학교들도 총독부계열의 학교들과 마
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제국의 충량한 의무를 바치는 국민’을 형성하고 있다는
시각(박원희, 2003)이다. 이는 특수교육 영역에서의 또한 조선시대 이전부터 시
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이를 효시로 삼는 것도 일종의 서구중심
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임안수, 1986)도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판수, 독경업, 악사
로 존재하던 시각장애인들의 생활방식을 부정하고 서구 선교사나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교육만을 특수교육으로 인정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연구들이 특수교
육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회사업과 특수교육의 사회
적 효과, 조직, 역할들에 대한 고찰은 다소 미약하다. 더욱이 이런 사회사업의
실시로 인해 맹인들의 삶의 영역이 어떻게 변화해갔는지, 근대적 전환이 일상생
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근대적인 노동하는 인간으로의 전환은 무엇을 의미
했는지, 근대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전에 존재했던 삶의 영역은 어떤 변화
를 겪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드물다. 더욱이 시각장애인들의 풍부한 구
술 전통과 역사전통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중심의 서술은 부족한 상황이다.
(2) 식민주의적 사회사업 구조와 시혜주의
식민주의적 사회사업 구조 형성에 대한 연구들은 제3세계 사회복지론에 근간
하고 있는데, 미즐리는 제 3세계 사회복지는 식민주의의 영향 속에서 발전해 와
서 자선 등의 민간 영역이 과대하게 성장했다는 주장(미즐리, 1990)을 했다. 최
원규는 이 논의에 바탕해 한국의 원조단체들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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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를 한 바 있다. 최원규는 한국의 사회사업 단체들에게서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등장하는 것은 이런 외원단체, 선교사의 사회사업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복지가 응급 구호나 시설 구호 등의 방식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연구들은 종속이론적 문제의식에 근거해 사회사업, 복지 영역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시혜적인 구조 형성으로 인해 근대적 복지국가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찾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하지만 각 사회
마다, 사회의 경험과 구조에 의거해 발전 경험과 단계, 목적이 상이한데도 불구
하고 서구식 발전 모델을 이념형적으로 상정한 채 다른 모델들의 결여 혹은 미
완성 단계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각 사회가 갖고 있는 상이성과 이질성
을 역동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기독교적 영향 관계에 대
한 논의가 강조되고 있지만, 천황제적 자혜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일본에서는 천황제적 자혜주의의 발전 과정의 특성을 공과 사의 문제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 일본에서는 자혜의 정치는 원래, 지역의 상호부조를 보
완하기 위한 중앙집권적인 유교적 덕치주의의 산물이다. 천황제적 자혜의 특징은
지방의 상호부조적 전통, 자조의 전통과 왕실의 구제 등을 결합해 지역에서의
자조를 강화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국가란 공적 영역을 천황제적 자혜의 사적
영역과 관계의 언어로 형성한 것(池田敬正, 1985)이라는 주장이다. 遠藤興一는
식민지에서 천황제적 자혜주의가 사회사업영역에서 등장하는 것을 연구(2005)했
다.
사회사업에 대한 연구들은 첫째, 특수교육이 근대성의 확산이란 방식으로 설명
할 뿐, 이에 대해 근대성의 형성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은 하지 않고 있다. 둘째,
근대적 사회사업과 특수교육의 제도 도입 및 형성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을
뿐, 구체적인 사회사업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사회적 효

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은 배제된
채 전문가중심주의에 머물러 있다. 셋째, 사회사업 영역의 발달과정에 대해 다소
단계론적이거나 목적론적인 지향에 의거해, 기존의 시혜주의적 구조의 결여적이
거나 지체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자체가 사회변동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동학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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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 패러다임과 “시혜에서 권리로”
장애(disability)는 근대 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생겨난 물리적 조건의 산출물이
라고 주장되고 있다. 장애인이란 사회적 범주와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 생산방식
과 사유방식의 전환이 필요(Oliver, 1990)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올리버는
장애라는 현상이 특정한 문제적인 현상으로 인식된 것은 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장애가 분명한 사회적 범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올리버는 장
애인이 장애인인 것은 신체적 불구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회구조 때문이라 주장했다(Oliver, 1990) 올리버의 주장은 장애
의 ‘사회적 모델’이라 불리우며 장애정책과 운동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한편 미국과 영국에서 등장한 장애 운동은 이런 사회적 모델과 결합하며 “자선
에서 권리로”, “동정에서 권리로”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평등과 계
약에 근거한 근대적 사회관계를 목적론적으로 바라보며, 기존의 사회체계의 구조
와 작동방식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사회적 모델
은 장애인들을 당사자로 하여 권리 주장의 주체로 이끌어내게 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권리 중심적인 설명 방식은 운동의 구호는 될 수 있지만, 여러 장애를
둘러싼 사회사업, 복지, 정책, 문화의 현실태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역사적으로 장애를 둘러싼 자선, 자혜 등 시혜적 영역에 대한 분석과 고찰이
부족하다 보니, 당위적으로는 기존의 구조를 비판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도 있다. 현실적으로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혜주의적 관계와 장
애 정치의 결합관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장애(disability)를 성(gender), 계급(class), 인종(race)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범
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사회와 역사를 분석(Kudlick, 2003)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등의 소수자
를 역사 속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연구도 증가했다. 미시사적 관심과 민중사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이런 연구들은 전통시대에 맹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
어졌는지를 분석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시각장애인의 지위와 사회적 역할을 주목
하는 연구(정창권, 2005 ; 손태도, 2006 ; 김만태, 2008)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장애인의 사회구조와 생활세계가 어떻게 근대
적 사회구조 속에서 변화해갔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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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질문과 연구대상
1) 연구질문
본 논문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집단이 한국사회의 변동 과정 속에서 자
신들의 생존권을 제도화해간 역사적 과정을 분석한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에 대
한 독점적 권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장애인에
대한 우대조치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은 다소 낮은 편이다.
특히, 최근 스포츠마사지사 등 여러 유사 업종에 의해서,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직업권이 일반 국민의 직업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헌법
재판소에 여러 차례 재소되기까지 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독점적 직업권이 사
회적 약자집단의 인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특정 이익집단의 이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권리 획득과 사회적 약자 집단의 직업권
형성과정과 제도화 과정의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던지고자 한
다.
첫 번째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권리는 어떻게 형성, 유지될 수 있었는가? 안
마사는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는 직종이다. 한국은 세계에 유례없이 유일하게 한
의사 제도와 양의사 제도가 이원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보조업자로 인정을 받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떻게 사회적인 약
자 집단이 이런 권리를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었는가?
시각장애인들이 완전한 법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 이후이다.
이전에는 여러 결격사유로 인해, 법적 행위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런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속에서 직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확보
할 수 있었던 동학은 무엇인가? 또한 시각장애인의 직업영역에 경쟁적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의 권리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법적 결격사유와 경쟁적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의 권리를 가능하게 한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와 법의식의 틀 속에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획득되
고 유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들은 내부적으로 상이한 직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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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이외에도 점복업, 칠술업 등이 대표적인 직업 영역이다. 그런데, 안마업만이
제도화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이를 통해, 특정 권리가 제도화되는 사
회적 자원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세번째로 식민지 시기에 시작된 제도가 해방 이후와 권위주의 통치를 거치며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가? 이를 통해, 권위주의 시기의 사회적 권리 획득에 대한
문제와 식민화와 탈식민화 과정에서의 제도와 집단, 문화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장애를 둘러싼 근대적 제도가 시작되는 것은 식민지기 이후이다. 일본의
전통적 직업인 안마·침구는 한국에 근대적 직업으로 식민지기에 도입되었다. 그
리고 일종의 의료 영역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미군정을 거치며 서양의료체계의
확산으로 인해 금지되었다가 다시 일부 복권되었다. 식민화와 탈식민화의 과정을
통해, 특정 제도와 권리가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동아시
아에서 식민주의에 의해 유사하게 전개된 일본과 대만의 상황에 대한 비교 분석
으로 이어진다. 일본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장된
반면, 대만에서는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일본은 독점권은 인정되지 않은채 직업의
안정성만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역사적 경로의 상이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
인가 ?

2) 연구대상
(1) 직업권의 형성과정
직업권의 형성과정 및 시각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조건은 특수교육, 사회사업, 안마사 직업,
침술업, 역리업 등의 영역을 둘러싸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이 안마업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역리업에서부터 침술업까지 다양하게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식
민지시대의 통계를 보면 역리업에 종사하던 시각장애인들의 수가 많았다.
안마업은 일제시대 일본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안마업이 맹인의 대표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었다. 이전에는 맹인들은 악사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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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악사로 활동 하거나 점복업에 종사했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 안마업을 맹인
들의 전업으로 하자는 운동이 펼쳐지며 침구안마지적 학교가 전국적으로 15개
세워졌다. 일본에서는 1885년 「침구술영업허가방침」이 공포되어 침구술에 대
한 면허제가 실시되었고 갑종, 을종으로 나뉘어 을종이 맹인을 위한 것(주윤정,
2008B)이었다. 안마업의 제도화는 일본식 전통이 근대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시대 제생원 등의 맹학교를 통해 안마업이 근대적 직업교육의 일
환으로 전파되었다. 일제시대 서울 경성에 운영되었던 안마업소 들은 주로 일본
인에 의해 운영이 되었으며, 제생원에서 안마를 배운 학생들은 견습생의 형태로
업종에 종사했다. 해방이후 일본인들이 떠나자 안마사들은 생계가 막막해졌다.
또한 미군정시기 안마사에 대한 허가가 폐지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학교인 맹학교에서는 주로 안마와 침술을 직업교육으로 지속하는
상황이었기에, 학교교육과 현실 재활간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45년 이후, 미군정에 의해 침사/ 안마사 관련 법제가 폐지
될 뻔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저항으로 이것이 존속될 수 있었다
고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침사와 안마사에 대한 법적인 보장(시각장애인, 비
시각장애인 포함)이 지속되었다. 반면, 당시 한국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법
적 과정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별 저항없이 넘어갔다. 하지
만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의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법제화가 가능해졌다. 하지
만 법제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제화가 되었다가 다시 이것이
폐지되는 상황이 반복했다. 이런 상황마다 시각장애인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동
원(로비)와 시위라는 행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규정을 제도화해왔다. 정
치권력자의 온정주의에 기대어 청원을 하는 방식과 면책의 추구를 통해 시각장
애인 직업권을 행사하고 제도화해갔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규범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현재 시각장애인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249,529명이다. 전체 장애인 인구
2,517,312명 중 9.9%를 차지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통계는 식민지 시기
처음 산출되었는데, 1921년 조사된 시각장애인 8792 명 중 대표적인 직업군은
점복, 독경, 무녀였으며 침 및 안마 등의 직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1927
년, 제생원 졸업생이 점차 늘어난 후 안마업 종사자는 383명으로 증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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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8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실시한 현황조사에 의하면 안마업은 33.0%,
침술업은 11.1%, 복지기관 종사자는 7.1%, 역리업은 6.5%, 특수교사는 2.2%,
종교인은 0.9%(조사 표본 390명)로 나타났다. 70여년의 시간이 흐른후 직업군의
구성이 크게 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둘러싼 직업권의 형성과
정 및 사회적 변화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조
건은 특수교육, 사회사업, 안마사 직업, 침술업, 역리업 등의 영역에서 시대의 변
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이 안마업 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역리업에서부터 침술업까지 다양하게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식민지시대의 통계를 보면 역리업에 종사하던
시각장애인들의 수가 훨씬 많았다. 그렇다면, 동일한 집단 내에서 직업에 대한
분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안마업만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연결되어 직업
권으로 인정되었다.2010년 헌재 판결문에는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비율이 1급·2급 시각장애인의 17.8% 정도라고 언급되어 있다. 안마업
종사 시각장애인의 비율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2010년 헌재 판결에서 비맹제외 조항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받아, 시각장애인
의 안마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스포츠마사
지, 중국계 마사지 등의 출현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FTA이
후 미국식 카이로프락틱 등에 대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진출도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한국이 안마업은 많은 경우 불법 성매매와 결합된 경우가 많
다. 실질적으로는 성매매특별법 발효와 그에 따른 단속으로 인해 안마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독점적 직업권을 인정하는 안마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보호의 실효성과 이로 인한 직업선택
자유권에 대한 배제여부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
런 직업권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의 보장’이 공익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형성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유보직종
시각장애인의 이런 독점적 직업권은 유보직종(reserved profession)의 일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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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특정 집단이 특정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된 것을 일컫는 제도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안마업에 대해
독점적으로 권리를 갖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안마사 업이 시작된 일본에서도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면허와 비시각장애인을 위한 면허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유보고용의 예로는 스페인의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추첨 게임 사업과 복권 사
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랜돌프 쉐퍼드법을 통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 자산내의 판매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법률이 정하는 시각장애인
면허소지자에게

우선해

배타적․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임지봉,

2006:330)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유보직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유보
직종, 유보고용이 존재하는 것은 사회적 배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사회통합적인 여러 직업 정책을 통해 보충되어야 한
다는 논의가 있다. 유보직종 존재 자체가 장애인들을 오히려 사회에서 격리시키
고 배제 시킬 수 있다는 논의(Stein & Stein, 2007)도 존재한다. Stein & Stein
은 법학자로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연구하며, 한국의 안마업 사례를 장애인 직업
권의 특수한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유보직종
중의 하나가 스페인의 복권판매재단인 ONCE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복권업이
독점되어 있는데, 이는 1938년에 시작되었으며, 프랑코 치하에서 생겨난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등장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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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분석틀과 시기구분
1) 연구 분석틀
본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분석하기 위해서 법적능력, 사회적 관계,
권리 의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법적 능력(capacity)는 법 제도
속에서 장애인의 법적 지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법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주
체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관계는 시각장애인 집단의
권리가 근거하고 있는 사회가 시혜주의적(호혜적)인가 혹은 계약주의적인가에 대
한 것이다. 사회적 관계는 특히 입법행위에서의 결정행위의 유형에 대한 것과
사회적 자원의 배분관계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세번째로 시각장애인의 행
위성을 드러내는 권리 의식이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구조적 제약과 시장의 경쟁
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획득해나갈 수 있는 데는 법 영역에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즉 권리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관습에 근거한 주장과 헌법
에 근거한 주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계열별로 서술하면 <비정상-시혜-비경쟁-관습> 의 유형에서 <정상-계
약-경쟁-헌법> 의 유형으로 변화해간 역사적 변동 과정에 대한 추적을 통해 시
각장애인 집단의 권리형성과정을 분석한다.
(1) 능력(capacity)과 비정상성의 법적 위계화
하버마스는 근대법의 핵심으로 제정법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인(人)의 규정
(Habermas, 1981)이라고 말했다. 근대적인 법은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구별하며,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자와 아닌자를 규정했다. 미노우(Minow, 1990)에
의하면 법에서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구별하는 것은 봉건제 사회의 고착된 지위
관계의 관념에 기반하고 있다. 특정한 정신적 능력(competence/capacity)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성에 기반해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능력(competence/capacity)를 가진 사람들은 법적 자율성의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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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한을 받으며 권리를 부정 당하게 된다. 그들의 무능력의 효력으로부터 자
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제한이 필요한 셈이다. 그리하여 장애는 단
순히 신체적인 결함이나 장애가 아니라 법적 장애로 환원이 되며, 이로 인해 법
적·경제적·정치·사회적 행위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권
(citizenship)의 주요요소는 아렌트가 제기한 것처럼 국적의 유무 문제만이 아니
라, 능력의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미노우는 서구에서 이렇게 능력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구별8)하는 논의는 “존
재의 위대한 연쇄(Great Chain of Being)”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의거
하면 사회적 위계질서는 신의 질서에 의거해 구성되어 있는 것이며, “다르다”라
고 명명된 이들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이런 신분제적 위계질서는 고정된,
불변하는 자연체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자유주의
적 법체계가 형성되었을 때조차도, 정상인과 비정상인에 대한 구별은 살아남았
고, 능력(competence)에 근거한 다른 법적 처우는 합법적으로 용인되었다.
고정된 지위와 위계질서적 관계에 대한 법적 관념들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의거한 새로운 사상과 평등·정의의 관념에 밀려나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이 획득
된 관념이 물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특정 계층의 사람들은 예외가 될 것이 분명했는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과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의존으로 인해 위계
질서적 관계 속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서 예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범주에서 예외로 취급된 사람들은 유아,

8)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 정상과 일탈의 범주구분 근대국가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데이비스 Davis, 1995:10)는 신체적 정상성의 범주구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
했다. 그는 장애란 범주가 자연적인 범주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형성이
되어간 것이, 그것이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게 만든 사회구조가 근대국가 형성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근대국가 이전에는 이상적(ideal)이란 개념은 존재했지만 정상적
(normal, norm)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인구에 대한 관
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규범(norms), 평균(average), 정상(normal)이란 추상적 범
주를 구상해내기 시작했다. 이는 통계의 성립과 관련이 있으며, 국가 정책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서 기인한다. 한 국가에서 평균적 성격을 가진 추상적 인간(l'homme
moyen)에 대한 상정이 등장하고, 이런 기준에 의거해 이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 비평균적
인간에 대한 사고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화 과정 속에서 장애의 문제가 비정상적인
것이란 문화적 관념이 발생(Davies, 1995:20)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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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기혼 여성, 노인, 하인, 도제, 극빈자와 정신지체자 등이었다. 다른 이들
에게는 삭제된 조항들이 이들에게는 지속되었다. 법적 무능력과 의존의 관계는
특정 집단이 법적 그리고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면제되는 이유를 제공했다. 정신
적 능력은 다른 이의 행위의 결과를 이해하고, 자신들 다른 이의 강제와 억압으
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와 상업의 관계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신적 능력은 개인이 사회적 활동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에 대한 능력의 여부이다. 무능력 행위자의 범주는 한때, 기혼여성, 항해인, 외국
인, 사생아, 하인, 유태인, 퀘이커도, 수도자, 목자, 배교자, 한센병자, 공무원 등
을 포함하기도 했다.

20세기 초반까지, 여성, 아이, 장애인, 환자 들 즉, 정상성

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이들(who did not fit in) 은 전문적 연구와 치료의 대상
이 되었다(Minow, 1990:101~145)
행위능력에 대한 규정이 등장하는 것은 보통 독일법, 스웨덴 법 등의 계통이
라고 알려져 있다. 이를 의사행위능력의 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게르만
민법의 전통의 유지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게르만법에는 외국인, 이교도, 유대
인, 장애인 등은 권리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한정권리능력자라는 개념이 존재
했고, 근대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신분이나 직업 또는 명
예관념에 의해 제한되어 명예로운 자유인에게만 완전한 권리능력이 인정되었다.
행위능력는 타인의 신분적 지배권에서 독립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남
자에게만 완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될 뿐이었다. 따라서 가장권하의 미성년자, 여
자, 장애인 등은 제한능력자로 여겨졌다. 권리에 대한 제한은 연령상의 제한, 건
강상의 제한, 성별상의 제한이 존재했다.

건강상의 제한은 장애인들에게 적용이

되었는데, 게르만시대에는 무장능력이 행위능력 취득의 기본 요건이어서, 무기를
들고 전쟁에서 싸울 수 없는 신체장애자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었다. 신체장애란
불구, 기형, 질환, 허약뿐 아니라 노인의 신체적 장애까지 포함된 포괄적 개념이
라고 볼 수 있다. 중세에 이르러, 신체장애로 인한 행위무능력제도는 더욱 정치
하게 발달. 중세법전에 의하면 신체장애자는 상속법, 봉건법상 당사자 능력이,
맹인 농아자나 사지에 결합이 있는 자는 봉건법상 상속권이 없었다. 나병환자는
혼인능력이 없었고, 환자가 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해소, 재산소유능력은 있었
으나 유언처분과 受贈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현승종, 1964: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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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은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행위능력은 자기의 의사
에 근거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이는 의사능력과 관련이 있다. 그
래서 권리능력은 의사능력을 전제로, 정신병자, 유아, 등에는 그런 권리를 향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incompetent person)에 대한 규정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선고될 수
있는 규정(須永醇, 2010)이다.
행위능력은 “법률이 인정하는 人의 능력으로서, 그 자신 또는 그가 대리하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기결정능력”이다. 흔히 행위능력제도는
의사능력제도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제도로서, 개인의 구체적 능력을 고려함이
없이 객관적·획일적으로 자기결정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의하여
의사능력의 유무를 획일화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행위능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강행규정이기도 하다. 행위능력제도의 기저에는 정신적 능력이 성숙하지 않거나
완전한 정신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행위적 의사표시, 특히 계약체결에 의하여 스
스로에게 불이익을 감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보호목적이 있다. 보호목적이 강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이진기, 2009).
사회학자인 브라이언 터너는 장애인 등 의무를 할 수 없는 자들의 권리가 어
떻게 구성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권리 논의의 핵심적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
다(Turner, 2009) 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의 문제는 민족국가
공동체 내에서 구체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권리체계 내에서 “人”으로 인정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라는 교환적 체계 내에서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들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정상인” 접근은 세가지 유형으로 등장한다. 첫
째로는 능력의 제한에 대한 전제에 근거하여, 능력의 제한이 계약관계에서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주의적 능력제한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런
보호주의적 능력제한이 자격에 대한 제한으로 전환된 것이다. 국가가 각종 자격
에 대한 공인을 하는 전문화 과정이 발생하면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
에 대한 논의들이 세밀하게 규정된다. 이런 과정에서 위의 보호주적 능력제한들
은 특정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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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이런 자격제한들이 우생학적 요소와 결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식민지 법
제의 경우 일본의 법들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해방이후 제정된 법에도 우
생학적 법요소들이 잔존해있었다. 능력규정은 우생학적 배제 규정과 결합하게 되
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능력에 근거한 장애인에 대한 배제는 체계적으로 이
루어졌으며, 장애인의 권리의 근거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역할을 했
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선험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사회적·문화적으로 중림적인 능력 개념
은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라고 장은주(2012)는 말한다. 더욱이 이런 능력에 대
한 평가는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와 그 관계의 권력 구조 같은 것을 묻지 않고
는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많은 경우 매우 이데올로기적이기도 하다.”(장은주,
2012: 147)
(2) 관계론적 권리획득: 시혜주의와 계약주의10)
기존의 권리에 대한 논의들은 지위에 대한 논의들로, 법적 지위의 구성에 대
한 논의가 대다수라면, 권리를 자연법적 사상에 정초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에서 투쟁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권리를 분석한다. 사회학자인
모리스(Morris, 2006)는 권리의 철학적 기원을 찾는 정초주의 대신, 인권의 주장
이 전개되고, 제도화되는 사회적 실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치학자
인 아이리스 영(Young, 1990)은 권리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란 생각을 거부하며, 권리는 특정한 사회적 배열을 지칭하기 위한 언어라고

10) 장애인 계에서는 시혜와 대비되는 용어로 계약주의라는 개념보다는 권리라는 개념을 선호
한다.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하지만 권리라는 것은 시혜주의적 구조
속에서도 획득가능하며, 계약주의적 구조 속에서도 획득가능한 것이다. 즉, 엄밀히 말하지면
시혜에 대비되는 용어는 권리가 아니라, 시혜가 근간하고 있는 위계질서적 체계의 반대말일
것이다. “시혜”와 “권리”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권리 패러다임이 즉
단 하나의 패러다임, 평등한 계약적 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시혜라는 것을 단순히 권리와 대응되며,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
라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권리를 생산해내는 사회적 관계로 분석을 한다. 이 경우, 시혜
에 대비되는 용어는 권리가 아니라, 시혜적 관계와 반대되는 계약주의적 관계라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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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권리의 사회학은 권리의 관계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
며, 관계로서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런 관계론적 권리 분석에는 대표적으로 두가
지 상이한 지점이 발생한다.
첫째로는 우디위스(Woodiwiss, 2005)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중심 체제
와 강제가능한 시혜주의 체제로 권리의 패러다임을 나누고 있다. 권리는 일정한
행동관계를 생산하고 강제(enforece)하는 사회적 관계들을 말한다. 우디위스는
이런 권리를 생산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계약중심 체계와 강제가능한 시혜주
의 체계(enforceable benevolence)로 나눈다. 계약중심적 권리와 구별되는 호혜성
에 기반한 권리체계에 대한 주장이다. 또한 정치학자인 프레이저(Fraser &
Gordon, 1996)는 사회권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며 자선에 기반한 체계와 계약에
기반한 체계의 상이성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의 관계론적 권리론은 계약주의적 체계에서의 실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미노우는 권리에 대한 분석을 권리 분석 접근(Rights

analysis

approach)와 사회 관계론적 분석(social relation approach), 권리 분석접근은 권
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개인들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일종의 자연법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권리 분석은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보든 사람들이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관념으로 인해, 사회에서 배제된 집단에게 특정한 권
리를 제공해 과거의 박탈의 효과를 해소하거나 혹은 특정 집단의 특정한 성격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11)가 있다. 하지만 권리 패러다임에 의거하면
장애인에 대한 다른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는
특정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상-비정상에 대한 범주 기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성에 근거한 평등한 대우라는 점을 강조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구별
과 불평등성을 강화할 수 있다. 미노우는 이를 “평등의 딜레마”12)라고 명명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 관계론적 접근”을 제시한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는
기본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원자론적인 독자적 개인에 대한 시각보다 우선
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 관계론적 접근은 인간의 관계를 범주, 귀속 지위, 속
11) 롤즈나 노직의 정의론. 자유주의자인 노직조차도 과거의 박탈에 대한 보상적 정의가 존재
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12)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임지봉(2003) 이를 적극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문제로 바라
본다. 한국에서의 실질적 평등은 관료 등 행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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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구성하는 사회 조직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법적인 분석으로,
사회 관계론적 분석은, 각 사회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의 차이에 대한 분석
을 할 것을 주장한다. 사회관계론적 분석은 차이에 대한 특정한 규범적인 평가
를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차이의 존중은 권력관계에서 힘이 약한 자들을 해치
거나 힘이 강한 자들에게 이득을 더주기 위해 힘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디위스, 미노우 등의 논의를 한국 상황에 맞추어 종합하면, 권리체계는 일종
의 자연법적, 계약중심 권리관계와 호혜성에 입각한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를 계약중심 권리관계, 후자를 시혜주의 권
리관계라고 명명한다. 하지만 권리를 관계론적으로 바라보는데 있어서 우디위스
와 미노우의 관계론적 분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미노우의 논의는 자유주의적인
계약중심적 체계 내에서 사회관계의 불균질성에 입각해 권리의 실질성을 확보하
기 위해 권리획득의 방식은 관계론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디위스의
경우에는 독자적 개인들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계약주의적 권리획득과는 달리,
호혜성에 입각한 새로운 권리획득 체계를 구성해내려는 것이다.
이중적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을 사회학적인 분석의 논의로 확장을 시켜볼 수
있다. 권리획득의 이중 구조는 베버의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의 논의와
연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베버에 의하면 형식성(form)은 법체계에 내재한 결정
기준을 활용하는 것으로 윤리적,공리적,정치적 관점을 배제한 채 법 자체의 판단
기준을 따르는 것인 반면 실질성(substance)는 법적인 고려 외에 윤리, 감정, 정
치 등 법 외적인 고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베버는 법사회학에서
근대법 발전과정에 이율배반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로 꼽았다. 형식적 합리성은 사
회적 평등이나 연대성 같은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
회적 약자의 불평등이라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형식적 정의는 관련당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형식적이고 법적인 이익을 실현할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
러나 그것을 통해 합법화된 경제적 시장분배의 불평등성 때문에, 종교적 윤리나
정치적 요구의 실질적 공준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인다”(Weber, 1978;이상돈·홍
성수, 2000) 베버는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의 갈등의 근대 사회 경제질
서의 고유한 긴장이라고 보았다. 자본주의 경제의 형식적 합리성과 평등,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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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박애 등의 가치의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시혜주의는 정치사상적으로는 온정주의와 관련이 된다. “정치공동체를 가족의
확대로 간주하는 가족적 국가관을 전제한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위관계처럼 정부
와 국민간에는 서열적 혹은 계층적 관계가 가정되어 있다.” “온정주의적 권위관
은 가부장에게 가족 전체의 이익을 수호하는 의무를 기대하는 것처럼 치자에게
사회 전체 이익의 자애로운 수호자(benevolent guardian)로서의 의무를 기대하고
있다.”(박종민, 1996) 본연구에서는 온정주의라는 개념대신 시혜주의를 통해 시
혜를 주는자와 받는자간의 증여적, 호혜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시혜주의(benevolent entitlement) VS 계약주의 권리획득(contractual
entitlement)13)

시혜주의 권리획득

계약주의 권리획득

입법 및 로비를 통한 특정 권리획득

공론장에서 정당성 획득과 권리획득

최종 결단자(권력자, 입법부)에게 호소

여론 및 헌법에 호소(e.g. 헌법재판소)

구체적 특수 이익 호소적 담론

보편적 인권 담론

동정(pity)을

평등과 차별을 주요 담론 언어로 이용

전략으로 이용

증여적 관계

계약적 관계

실질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

형식적 합리성(formal rationality)

예치

법치

감정

합리성

13) 시혜주의와 계약주의의 차이는 이는 사회학적 논의로 예치적 사회와 법치적 사회의 차이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인류학자 페이샤오통(2011)은 예치적 사회와 법치적 사회의
성격을 분류하면서, 예치적 사회는 직접 아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규범이라고 했다. 아는 사
람들끼리 관계가 발생할 때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치의 사회는 사회가 확대되면서 모
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증가한다. 이럴 때는 전통적 공동체 체제의 룰에 의하여 문제를 해
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치가 중요해진다. 시혜주의는 일종의 예치적 전통이 작동하는 것이
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집단이 권력자로부터 특정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데에는 권력자와 직접적으로 아는 대면관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이런 시혜주의는 칼 슈미트 식으로 말하면, 의회주의적으로 의사 결정이 합의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결단자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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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대적 직업 제도는 식민지기 이후부터 본격화되었지만, 전
통시대부터 시각장애인은 판수라는 직업을 바탕으로 강한 집단 문화를 이어왔다.
근대 이후의 사회변화 속에서 집단이 새로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의 동질적인 집단 문화와 정체성이 근대화 과정에서 분화되는 것이다. 또한 식
민주의적 구조와 제도의 규정성과 시각장애인 집단의 문화와 공동체가 상호작용
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했다. 탈식민화 이후, 식민지적 제도와 유산은
미군정기에 변형된다. 일본의 전통적 직업인 안마와 침술이 근대적 직업으로 이
식되었는데, 이는 미군정기의 서양의료체제 중심으로 인해 다시 폐지14)된다. 또
한 원조 중심적 자선주의가 식민지기의 기독교적 자선+천황제적 자혜주의를 대
체한다. 원조를 매개로 한 자원의 분배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사적 영역, 민
간 영역의 활동으로 자리매김해간다. 70년대 이후에는 시각장애인계의 활동이
활발해져가며 여러 사회단체가 형성된다. 전통적 직업집단 뿐 아니라, 식민지기
이후 새로이 형성된 안마사 집단도 조직화되며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져 간다. 시각장애인의 공동체의 구성 또한 전통적 집단 보다는 안마사 집단이
점점 강화되어가는 성격을 보인다. 한편 민주화 이후, 시각장애인의 시혜적 권리
획득과정을 보증해주는 최종 결정권자, 권력자들의 존재가 흐릿해지며 시각장애
인 집단이 획득한 직업 권리는 점차로 유사영역의 집단들에 의해 경합된다. 대
표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의 독점적인 직업 권리가 일반인들 권리의
자유를 헤친다는 논지의 헌법소원이 수차례 재기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입법결정 과정과 자원배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혜주의와 계약주의의 관계로 규정한다.

14) 일본의 경우도 유사하게 폐지되었지만, 시각장애인 집단이 강력하게 항의해서 폐지가 철폐
되었고 제도가 유지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안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지 않
아서 그런 저항이 없었다. 이후, 맹학교 졸업생이 증가하며 안마업 권에 대한 인식이 새로
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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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수자의 권리 근거: 관습과 헌법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을까? 권리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활용했는가?
권리가 없는 자들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무엇에 근거하여 행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앞에서 아렌트의 논의가 시민권, 즉 정치적 공동체에 속함에 있어서
국적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권리의 근거가 “능력(capacity)
“의 유무와 관련이 있다는 논의를 전개한바 있다. 즉 권리를 가질 객관적 능력
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권리체계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 이들의 권리
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위주체들 법체계 내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어떻게 근거지었는가, 권리를 획득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권리 주장에 대한 근거로 관습
과 헌법을 주목하고 있다.
가. 관습
흔히 관습은 “사회구성원의 반복적인 행위의 중첩이 있는데 그 행위의 동기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요구하기 때문, 즉 규범위반
이 있으면 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가 행하여지는 단계에 도달하였을 때 그 규범
은 관습법이다.”(김도현 A, 1996)이라고 인식된다. 그리고 근대 사회는 관습16)에
대한 혁파와 합리화, 그리고 명문화를 통해 근대성을 구축해왔다고 여겨지고 있
다. 하지만 관습은 지배질서의 외부에 존재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생존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 마르크스는 도벌법에대한 짧은 글에서 관습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말했다.
비실제적인 사람들은 가난하고 정치·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대중을
위해서 교양있고 영리한 고용인 집단, 즉 소위 역사가가 현자의 진정한
16) 후기구조주의적 법학에서는 관습이 식민주의자에 의해 기술 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경
우가 있다. 양현아는 한국의 호주제도를 분석하며 호주제란 관습이 식민주의자에 의해 선택
적으로 규정되는 과정을 분석한 바(양현아, 2012)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관습
은 엘리히의 “살아있는 법”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회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속하고 있다
고 느끼는 여러 관행들의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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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서 발명해 냈던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관습권리들을 빈민들에게 반
환할 것을 청구한다. 그것도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관습권리, 모든 나
라에서 빈민의 관습권리인 그러한 관습권리들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특권자들은 관습이라는 말을 권리에 대항하는 관습으로 이해한다. 부자
유의 세계적 상태는 부자유의 권리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권리
는 자유의 현존재인 데 반해, 이러한 동물적 권리는 부자유의 현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입법들은 사권적 관점에서 그것들이 발견한 권리들을 공식
화하고 그것들을 일반적인 것으로 고양시키는 것에 자신을 한정했다. 그
것들이 아무런 권리도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것들을 아무 것도 만들지
않았다. 특수한 관습들을 폐지했지만 동시에 다음의 사실 즉, 신분의 불
법이 자의적인 월권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무신분의 권리는 유연적인 양
보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도원을 폐지하였고 수도원의 소유를 몰수 하였는데, 그것은
정당하게 행한 것이었다. 그라나 사람들은 빈민들이 수도원에서 받았던
우연적인 원조를 결코 다른 적극적인 소유 원천으로 바꾸지 않았다. 사람
들은 수도원 소유를 사적 소유로 만들었으며 추측컨대 수도원에 배상하
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오히려 빈민들에게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였고 그
들은 옛날의 권리로부터 단절시켰다. 이러한 것은 권리 이전의 형태들이
권리들로 변화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였다. 그것이 한쪽의 권리를 하나
의 우연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시 하나의 악용이었던 이러한 악용들
의 한 긍정적인 측면을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은 우연을 필연으로 개조하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외시 하였다.
입법의 일면성은 일종의 필연적인 일면성이었다. 왜냐하면 빈민들의 모
든 관습권리들은 다음의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소유는
확실하게 사적 소유로 낙착되지도 않고 확실하게 공동체 소유로 낙착되
지도 않는 동요하는 성격, 이를테면 중세의 모든 제도에서 우리가 마주치
는 바의 사권과 공권의 혼합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다. 입법은 그러한 미를 지닌 형태들을 오성이라는 기관을 통하여 파악했
던 것이다. 그런데 오성은 일면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일면적으로 만
드는 것이 오성의 본질적인 업무, 즉 거대하고 경탄할 만한 작업이기도
하다. 오성이 세계의 모든 내용을 하나의 고착된 규정성 속에 가두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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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걸고, 유동하는 본질을 이를테면, 석화함에 따라, 오성은 세계의 다
양성을 낳는다. 왜냐하면 세계는 수많은 일면성이 없이는 다면적이지 않
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법에서 그 도식을 찾아볼 수 있는 추상적인 私權의 현존 범주들을
사용함으로써 오성은 소유의 자웅동체적이고 동요하는 형성들을 지양한
다. 입법하는 오성이 자신의 국가적 특권들 역시 지양했을 때 그것인 빈
민계급에 대해 이렇게 동요하는 소유의 의무들을 지양할 권리가 자신에
게 더욱더 있다고 믿었다. 어떠한 입법도 소유의 국법상의 특권들을 폐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의 모험적 성격만들 제거하고 그것에게 부루
주아적 성격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하고서라도, 입법하는 오성은 다
음의 사실을 잊고 있었다. 순전히 사권적으로 고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에서는 이중의 사권 즉, 소유자의 사권과 비소유자의 사권이 제시되어 있
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마르크스, 1996)

마르크스는 관습권리들이 빈민들에게 생존의 권리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소유
를 할 수 있는 계급과 달리 빈민들에게는 관습권리가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는 논의이다. 수도원의 폐지와 같은 혁명적 사건들은 사실 수도원에 의존하여
살고 있었던 수많은 빈민들에게 생존권을 박탈하는 계기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근대 이후 계약체계의 확산이 소유를 할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
의 경계를 확정해나가는 과정이었으며, 관습은 생존을 보장해주는 근거17)로 작
용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 집단의 권리주장에서도 드러난다. 계약체제의 확
산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전통적 시혜관계에서 형성되었던 관습에 근거짓는
다. 이는 외면적으로는 전근대적이고 보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약자집단의 생존권 주장인 역설이 등장한다. 소유권의 확정이 부르주아지라는 특
정집단에게는 권리의 확정이지만, 소유를 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박탈의 계기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7) 이원택(2010)은 이를 식민지 조선에서의 산림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분석을 한다. 산림조사
사업이 근대적 소유권의 개념을 확정지어가는 과정이었으며, 관습적으로 공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산림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궁민들이 이후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논지이다. 마찬가
지로 시각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권리 역시, 특정한 사적 소유권이 확정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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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
법의식의 중요한 한 축에는 헌법이 있다. 진보적인 학자들에 의해 헌법이 권
리의 근거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워렌법정 이후라고 한다. 194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진보적인 법사상가들은 자연법의 권리는 사적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보수적인 조항으로 생각했고, 헌법의 해석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했다. 그래서 권리가 제기 되었던 대표적인 사건인 Dred Scott v. Sanford는 소
유, 즉 노예 소유를 옹호하기 위한 사건이었다고 한다. 권리는 소유(property)에
대한 보수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근대 헌법사에서 가장 놀라
운 사건은, 1940년까지만 해도 그다지 높이 평가되지 못했던 원칙이 워렌 법정
에 의해 법에 대해 논의하는 해방적인 언어의 기능을 하기 시작한 점이다. 당시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권리는 기본적으로 소유권(property right)에 기반하고
있기에, 소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계약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수적이
고 제한적인 원칙일 수 있다는 의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워렌법정에서는 사
회적 아웃사이더 들을 위한 해방의 장치로 권리 담론을 살려냈고, 이는 흑인 차
별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을 가능케 했다.

워렌

법정은 권리의 실질성을 확장시킨 것으로 평가된다(Schwartz, 1974)
우디위스(Woodiwss, 2005)는 워렌법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에 근거해 체
계적으로 기본권을 주장해가는 과정에 대해 분석했다. 권리의 사회학은 헌법이라
는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규법이 실제적으로 권리의 언어와 전략으로 활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헌법에서도 국가의 구성원리(constitution)이라는 차원만
이 아니라 기본권으로서의 권리라는 요소가 강조되기 시작하는 것은 역사적인
과정과 계기를 통해서 이다. 한국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은 위헌소송이라는 사법과
정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생존권을
구성해나가기 시작했다. 본연구에서는 헌법이 권리의 근거로 불려지고 주장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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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구분
본연구는 연구의 분석 시기를 식민지기, 해방이후-1960, 권위주의 통치시기,
80년대 군사독재, 민주화 이후 등으로 다섯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다. 각각의 시
기는 위의 분석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시혜주의19) -비정상- –관습 : 안마업권 형성
시혜주의 –비정상 –관습 : 안마업권 불인정
시혜주의 –비정상 – 관습 :안마업권 인정
시혜주의 –정상 – 관습 + 국제규범 : 안마업권 공고화
계약주의 –정상 –관습 +헌법 : 안마업권 경합+인정

이렇게 시기구분을 하는 것은 각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시기는 식민지기로 시혜주의-비정상-비경쟁(시장)관습의 틀 속에서 안마업권이라는 생존권이 최초로 형성되던 시기였다. 두 번째
시기는 해방이후부터 1960년까지로 한국에서 안마업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안마
업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탈식민화 과정에서 일본적 의료체계가 아닌 서구적
의료체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생존권 영역의 장 구성원리와는 별개로, 의
료제도의 변화로 인해 안마업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60년대 이후 70년대까
지의 권위주의 통치시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민법 총칙에서의 능력규정은 삭제되
지만, 다른 결격사유들은 지속되며 비정상인 규정이 존속한다. 하지만 시각장애
인들의 생존권 청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이 다시 제도화되는 시기이다.
19) 시혜주의는 자선과 자혜를 결합한 상위개념이다. 이는 평등한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위계
질서 속의 상이한 위계간의 증여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선(charity)는 기독
교적 용어로 caritas의 번역어이며, 자혜는 불교적 전통 및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왕권의
시혜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쓰인다. 흔히, 서양의 잔여적 복지 및 시혜적 구조의 영역에서는
종교단체의 활동이 중심적이다.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혜의 영역도 중요한 분석 범주
로, 이는 전통적인 유교적 권력이 근거한 仁政이 근대적으로 천황제적 자혜를 거치며 변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주윤정, 2009). 한국의 사회사업 영역에서는 기독교적 자선과 천황제
적 자혜의 결합 그리고 변동 과정을 통해 공공 영역에서의 사회적 재원의 분배가 인격화되
고 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29 -

80년대의 군사독재시기에는 독재정권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제규범의 도입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비정상인” 접근에 제거되어 가며 안마업권 영역 역시 안정
화되어갔다. 민주화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인권규범의 제도화와 평등권
의 확대가 있었지만, 또한 “평등의 딜레마”가 발생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영역
이 활성화된 경쟁적 시장영역에 의해 경합되기 시작한다.
<표 2> 시각장애인 직업권의 변화
사회적 관계

법적 능력

시장

법의식

A. 비정상
(明治民法):
聾者·啞者·盲者
식민주의적
시혜주의
식민지
기

: 천황제적
자혜주의+
기독교 자선주의
시혜주의

전통적 직업집단

행위능력 결여

(점복업)의 존속 및

準禁治産者->

서벌턴화

권리의 박탈
비경쟁

B. 총독부

안마사 집단의 등장과
시각장애인 집단의

경무총감

분화

부령(1914)으로
안마사 자격

관습

규정(보편규정)
비정상
A. 민법총칙:

해방이
후~196
0

전쟁기

聾者·啞者·盲者

A. 전통적 직업

시혜주의:

행위능력 결여

집단의 재부상

외원단체의 활동

準禁治産者->

(점복업)

+외원물자 기반

권리의 박탈

민간단체

B. 안마사 자격

사회사업

폐지(미군정기

비경쟁

B. 시각장애인 집단의
조직화

서양의료체계
시혜주의

중심)

관습

60년대

권위주의기

비정상
A.

경쟁

A. 근대적

~70년

시혜주의

민법총칙(민법

한의사 제도의

직업집단(안마업)의

대

: 사회사업의

1960):

형성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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聾者·啞者·盲者
행위능력 결여
治産者 규정제거
사단법인화+
전문가/브로커
중심 사회사업+
권위주의
자혜주의
시혜주의

법의식, 연대의식의
의료법 내

제고

聾者·啞者·盲者
행위능력 결여

B. 전통적 직업집단

규정 존속

(점복업, 침술업)의
배제

B. 안마업
자격이 맹인

관습

독점규정(의료법
1973, 1975)
비정상
A. 의료법 내
聾者·啞者·盲者
결여 규정
사회복지제도

안마업의 퇴폐와의

제거(1987)

80년대

비경쟁
시혜주의

B.국제인권규범

결합
관습

의 확산
정상
전문가 중심
사회복지+
당사자 주의
사회복지

안마업 집단의 강화

안마업 맹인
민주화

독점 규정에

이후

대한 사회적
갈등
계약주의

안마업 견제에 대한
경쟁

대응
관습+헌법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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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1) 연구방법
본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권리획득 형성 과정에 대해 영향을 준 여러 역사적
요인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효과에 주목하고자 법사회학적, 역사사
회학적 분석방식을 택한다. 특히 법사회학은 법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의 문맥
속에서

가지는

의미이며

그것을

밝히는

작업이

법해석

작업이다(최대권,

1995:35). 법사회학은 법의 문언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행 시행
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문맥 속에서 그것이 가져야 할 의미를 따져 해
석하는 것이다. 특히 법의 제정과정과 실천과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법의 제정과정을 알려주는 국회속기록, 법의 입법과정에 참여한 시각장애
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맥락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본연구는 자료에 근거한 개념화를 시도했다. 본연구자가, 주요한 분석범주로
“능력(정상성/비정상성)” 문제를 포착한 것과 연구분야를 법사회학으로 정한 것
은 시각장애인들과의 구술 인터뷰를 통해서였다. 부끄럽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했을 때에만 해도, 시각장애인들이 법에 대한 논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쉽사리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 연구자는 소수자 연구
의 영역에서의 법사회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그들이 위치지워졌던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제도에 대한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았
을 뿐이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과 교육, 사회복지, 직업경험 등에 대한 구술 인
터뷰를 진행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이, 공식적 법체계
내에서 어떻게 배제되었고 또한 이렇게 배제된 체계에 어떻게 집단이 성공적으
로 다시 진입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내는 것임을, 구술 자료를 사후적으로(post
hoc) 재구성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결격사유”의 법적 기원과 역사적 변천을 추적하게 되었다. 이는 민법의 총
칙에 등장하는 “능력(capacity)” 규정이 “결격사유”로 전환되어 간 것임을 발견
하게 되었다. 본연구는 선험적인 추상적 분석틀에 근거하고 있기 보다는, 시각장
애인들에 대한 구술 면접을 토대로 개념 분석틀을 발견적(heuristic)으로 구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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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법이 무엇이었는가? 한 시각장애인은 60년대 시각장애인 안
마사 노조를 만들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찾아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비
장애인도 읽기 어려운 법전을 어떻게 읽었냐고 질문했더니, 파고다 공원에 가서
한자를 잘 아는 할아버지에게 글자를 읽어달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파
악했고, 또한 이에 근거하여 안마사 노조를 만들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의 존재
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일반 시
민이 갖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한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법과 관련하여 투쟁 속
에서, 법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권리의식을 싹틔울 수 있었
던 것이다. 본연구는 제정법(statutory law)이 단순히 법적 텍스트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권리의 원천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사회적 관계와 계기21)
들을 분석한다. 제정법의 실질적 효력성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
아있는 법”(Erlich, 1936)으로서의 법을 연구한다. 이런 방법론은 “아래로부터의
법학 연구”라 불리 울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자료
소수자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료의 부족이
다. 보통 소수자들에 대한 공식 기록과 비공식 기록 모두 부족하다. 기록은 보통
권력을 가진 이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집단
들은 기록에서 그들의 역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소수자 집단이 특히 사회에서의 격리나 통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남
아있는 경우들이 있다. 한센병력자 등 전염병으로 인해 강력한 사회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한 제도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통제는 아
니더라도 국가와 사회의 제도화 과정에 일찍이 편입된 집단일수록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시각장애인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
21) 서구에서도 많은 인권선언과 헌장, 법체계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
해준 것은 아니었다. 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사회적 동학, 관계들을 분석해야
한다고 우디위스(2005)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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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및 오주연문장전선고 등 조선시대의 문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개화기 이후에도, 맹아원이 근대적인 제도로 소개가
되면서 유길준의 『서유견문』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
본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교사, 총독부,
대한민국정부, 민간단체 들이 발간한 자료를 분석했다. 선교사들의 선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업도 활발해졌고 이런 사업에 대
한 논의들이 선교사업과 관련된 잡지 등에 소개되었다. 또한 식민지기에는 조선
총독부가 맹학교인 제생원을 운영하면서, 『제생원연보』, 『맹아자통계』 등이
발행되었다. 또한 사회사업 관련 잡지 등에 제생원 관련 기사들이 소개되었다.
해방이후에는 맹학교 발행자료와 장애인관련 통계자료 등을 분석했다.
법적인 영역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속기록과 법안, 판례 등을 분
석했다. 대한민국 국회 국회속기록, 국무회의록 등에는 개별법 등에 대한 입법과
정 들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또한 일본의 법안분석을 위해서는 제국의회
속기록, 일본법령집을 참고했다. 또한 장애인 관련 규범의 시행은 국제조약의 시
행과 국제기구와 관련된 것도 있어서 외교문서 등을 참고하기도 했으며, 안마업
영역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보고서를 분석하기도 있다. 또한 안마업 관련한 위헌
재판, 안마업 독점 규정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들을 분석했다. 이런 공식 문서
를 통해 장애인 관련 법조항의 입법의 과정과 또한 구체적인 행정의 과정, 그리
고 사법영역에서의 판결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했다.
시각장애인의 권리청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계에서 발간한 자료와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구술인터뷰 자료를 주요 분석자료로 삼았다. 시각장
애인들이 출간한 자료로는 시각장애인들은 자체적으로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노
력을 펼쳤으며, 출간된 저서와 미출간 원고가 있다. 출간된 저서로 대표적인 것
은 임안수의 『한국 시각장애인의 역사』(2010)가 있다. 임안수는 전통시대이래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역사를 기록했다. 또한 미출간 원고로는 김천년 『맹인실
록』, 양만석 『안마사 제도사』 등이 있다. 김천년은 작고한 시각장애인으로 시
각장애인의 역사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남겼다. 『맹인실록』은 시각장애인의 교
육, 직업, 시각장애인 사회에 대한 방대한 자료이다. 또한 양만석의 『안마사 제
도사 연구』(미간행원고)는 해방이후 안마사 제도사의 변천과정에 대해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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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입장에서 서술한 연구이다. 이외에도 점복 맹인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도
참고했다. 본 연구는 이런 시각장애인들의 역사 기록에 대한 노력 없이는 가능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각장애인계에서는 구술 녹음 혹은 문서화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전통이 있다.
연구자는 2008년과 2009년 국사편찬위원회의 지원으로 총 15명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방전후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구술사 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총 40여시간의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는 모두 녹취록을 작성해 자료화
(500여 페이지 분량, 국사편찬위원회 공개)했다. 일제시대 제생원의 생활, 해방
이후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조건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에도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왔다. 구술자료 수집을 통
해 장애인의 권리 형성과정과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이할 수 있었다. 이 인터
뷰 과정을 통해, 시각장애인 계의 내부자료등을 보다 깊이있고 폭넓게 수집할
수 있었다.

6. 연구의 구성
본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기존연구검토, 연구질문과 대
상, 연구분석틀의 제시를 통해 전체 연구를 조망해본다. 특히 본연구는 시각장애
인의 직업권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권리의 장을 능력-사회적관계-권리의
식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2장은 본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인권사회학의 논의, 시혜적 관계에 대한 이
론, 장애학의 주요 문제의식을 분석하고 소개하고 있다.
3장에서는 식민지기 “비정상인” 접근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
해 시혜주의적 사회사업 구조가 형성되어가는 과정, 사회적으로 능력이 규정되어
가는 방식과 법적으로 ‘비정상인’이 접근이 제도화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맹인들의 직업체계의 변화와 안마사들의 조직화들을 통해 맹인
들의 행위성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탈식민화 과정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기독교적 시혜주의의 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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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과 더불어, 맹인의 생존권 영역의 변동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맹인들에
게 생존권 인식의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5장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정과 시혜주의적 권리획득
을 분석한다. 또한 안마업권에 대한 시혜주의적 권리획득이 이루어진 시기로, 안
마업권 회복을 위한 권리획득이 이루어진 사회적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맹인의
권리의식과 법의식의 형성과정에 대해 분석한다.
6장에서는 국제규범적 장애인 권리가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분석한다.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장애인의 권리의 영역에서는 많은 변
화가 발생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이 의료영역이 아닌 퇴폐
업의 영역으로 시장화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업권의 특
이성을 분석하기 위해 점복업, 침술업 등의 제도화과정과 비교한다.
7장은 민주화 이후 시각장애인계에 발생한 “평등의 딜레마”를 분석한다. 민주
화 이후,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들의 인권운동이 활성화되어서 평등체계가 확산되
어갔다. 하지만 평등성에 기반한 사회구성원리가 강화되고, 시장이 확장된 결과,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에 대한 경쟁적 집단과 그들의 주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시혜주의적 구조에서 계약주의적 구조로 권리의 장이 변화하며 발생한 딜
레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시각장애인 안마업권의 특이성을 분석하기 위
해,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통해 한국 시각장애인의 강한 관습권적 인식과 역사
성, 조직화 정도가 안마업권이란 생존권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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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이론적 배경
1. 권리의 사회학
인권 사회학을 지향하는 학자들의 주요한 문제의식은 권리를 어떻게 사회학적
으로 연구해야하는가, 그리고, 왜 사회학적으로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
이 있다. 다시 말해, 법적인 개념인 권리가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는 사회학과 어
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권리는 자연법적으로 정초된 것인가, 혹은 사회적 관계
와

역학

속에서

구성되어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편

Woodiwiss(2005), Turner(2009), Morris(2006) 등의 권리의 사회학을 지향하는
일련의 학자들은 사회학에서 권리의 문제가 저평가 된 이유로는 권리는 규범적
인 부분인기에 실증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사회학으로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인권을 규범적이거나 법학의 담론 내에서만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권리가 매개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역학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는 권리 담론이 내재
하고 있는 서구중심성, 그리고 발전적 단계론 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우디위스는 기존의 권리 담론이 서구중심적 계약주의 법체계에 근간하
고 있으며 인권의 확장 역시 소유권(property right)의 확장 과정에서 등장한 것
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T.H. 마샬이 제기하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발전 이
후 사회적 권리로 이행되는 권리에 대한 발전론적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
다. 소머스(2008) 등은 권리를 사회의 역사와 구조적 관계 속에서 분석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정초주의적 권리관념을 극복하고, 사회 관계 속에 실재하
고 있는 권리 실천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자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1) 이권과 인권
이권(interest)과 인권(human rights)은 어떻게 구별 되는가? 이권은 사적 이해
관계, 특수한 집단의 이익인 반면 인권은 보편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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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된다. 하지만 특수한 이익과 보편적 차원의 권리는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다. 맑시스트적 관점에서는 서구 자유주의 정치체가 형성해간 인권은 부르주아지
집단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존재(Morris, 2006)한다. 인권의 형성과정 역
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의 보호, 특히 소유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진행되
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욕구는 권리의 방식으로 자리잡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
혹은 시장의 영역으로 밀려나 버리며, 권리가 아닌 이익의 언어로 환원(준이치,
2009)된다. 철학자이지 법학자인 장은주(2012)는 “분배 정의에 대한 지향은 기
본적으로 ‘이해관계의 정치’라는 차원에서 표현되고 또 이해되기 쉽다”고 주장한
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욕구와 권리는 “계급들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정치적 힘 싸움이나 ‘밥그릇 싸움’의 문제로 만들 뿐 결코 정의의 문제가 되게
하기 쉽자 않아 보인다”라고 말한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권리 주장은 전체
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정의의 원칙으로 자리매김되기에는 특수하거나 주변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의 필요에 기반한 생존권의 주장은 정의의 언어가 아
닌 ‘이해관계’의 언어로 환원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2) 정초주의적·보편적 인권론 비판
최근 사회학계에서는 자연법적 인권관을 지양하고, 사회적 실천과 관계 속에서
인권을 연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증가23)하고 있다. 인권을 연구하는 사회학자 중
23) 인권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시각과 정초주의적 시각의 충돌이 존재한다. 사회학자들이 인권
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인권에 대한 법적 접근이 갖고 있는 정초주의
적 시각이다. 일종의 자연법적 사상의 지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권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
은 이런 자연법적 사상을 극복하고 사회학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햇다. 여기서 사회학적 시각
은 갖는다는 것은 사회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인권이란 개념과 실천, 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형
성되어 왔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라는 시각(Waters, 1996)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권
에 대한 사회학적 시각이 정초주의적 시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인
물로 브라이언 터너와 앤소니 우디위스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일종의 비판적 실재론적 입장
을 취하며, 인권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정초(foundation)을 추구하고자 한다. 터너의 경우에는
인권은 인간 존재의 취약함(vulnerability, frailty)와 인간 제도의 precariousness란 조건으로
인해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의는 인간이란 정의
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란 방식에서 고통받는 인간, 취약한 인간으로 재정의한 것에
기반한다. 또한 우디위스의 경우에는 현재 인권론의 정초는 소유권으로부터 발전한 계약론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데, 세계의 여러 사회에서는 이런 방식의 사유를 공유하지 않는 곳도

- 38 -

에는 인권 자체의 탄생이 특정한 이익에 대한 권리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이들(Woodiwiss, 2005, Waters, 1996)이 존재한다. 우디위
스는 특히 인권은 서구에서 소유권(property right)에 대한 권리 개념의 확장 과
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한다. 이런 소유권에 대한 개별적 권리의 개념이 현
재 인권 개념의 모체가 되는 셈이다. 또한 권리는 일정한 행동관계를 생산하고
강제하는 사회적 관계들(Woodiwiss, 2005)이다. 이는 좋은 사회로 이끌어 가는
어떤 초월적인 원칙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적 보호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그것
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효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Somers, 2008)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련의 사회학자들은 인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에

대한

철학적

기원을

추구하는

정초주의

(foundationalism)의 입장 대신, 인권의 주장이 전개되고 제도화되어가는 사회적
실천에 대한 관심이 필요(Morris, 2006)하다고 주장한다.
보편적 인권론을 비판하는 것은 인권의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자는 논의와 연
결된다. 이승환은 위계질서 속 사회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권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이승환,
1998)이 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서양과는 달리 개인의 역할이나 의무 또
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두는 도덕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서양의
권리-의무 쌍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구적 인권 개념과 상이한 다른 인권론을
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장은주,2010)도 있다. 하지만 이런 권리 패러다임의
기초가 달랐다고 해서 인권의 보편성 자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철학
있다며 minor tradition of human rights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공동체주의적 원리
에 주목하며, 계약이 아닌 희생(sacrifice)와 성스러움(sacredness)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다른
방식의 인권론적 정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런 식의 논의들에 대해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의 이들은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비판하는데, 여
기에 대해 터너는 인간 존재에는 정초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은 사회화되는 과정,
문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마르셀 모스에 의하면 인간이 걷는
다는 것은 인간 존재가 모두 공유하는 특징이지만, 걷는 방식, 발걸음 등은 문화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 인권이란 제도와 규범이 갖는 정초적 특징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발양하는 방식
을 구별해서 보다는 시각이다. 본고는 순수한 사회구성적 입장의 인권론보다, 터너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사회화하는 과정, 권리가 실천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를 하지만,
이것이 급진적으로 인권의 정초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터너는 사회과학이 처해있
는 가치 중립성의 문제로 인해 구성주의적 시각이 강화되어가고 있다며, 사회학은 우리가 살
아가고 있는 사회 세계를 파편화(fracture)하고 있는 문화의 우연성과 정치와 상관없는 인류
의 공통적 존재론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Turner, 199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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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인권 패러다임의 차이를 지적하며, 인권 개념 자체가 갖고 있는 보편성
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승환과 장은주는 인권 개념을 역사화할 필요가 있
지만, 또한 이것이 갖고 있는 보편적 속성을 번역하고 한국 사회 현실에 걸맞는
새로운 개념틀을 구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존재하는데, Douzinas(2007:11)는 권리
가 인간을 해방시키고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민을 규
율화하고, 서열화하면, 배제하고 지배하는 장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3) 집단적 권리의 인정
또한 권리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적 권리와 개별적 권리간의
문제가 있다. 기존의 인권의 논의들은 주로 개별적 권리, 다시 말해 소유권, 자
유권 등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집단적
권리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의견(Kymlicka, 1995)도 있다. 왜냐하면, 차별을 받고
사회로부터 배제가 되는 것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되면서부터 이다. 그러므로
집단적 권리의 확보를 통해 집단의 권리 향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런 집단
권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는 1) 자치의 권리, 2) 다인종적 권리 3) 특
별대표의 권리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캐나다 정부의 경우, “보편적 권리
를 옹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래서 헌법과 일반적인 법들은 특정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개인에게 부여된 다른 권리들을 보호한다. 두 종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차이를 수용하며 평등을 중시하는 것을 반영한다. 공동체
권리와 개인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캐나다의 핵심적인 가치
(Government of Canada 1991a:3, Kymlicka, 재인용)라고 밝히고 있다. 우선
자치의 권리는 연방정부에서처럼 국가권력을 하부 단위로 산시키는 것이며, 다인
종적 권리는 이주자 집단 등 다른 문화를 가진 인종적 집단이 주류 문화에 동화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특별 대표의 권리는 기존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여
러 사회적 약자 집단들이 정당가입 등을 통해 정치적인 장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다. 일종의 여성 비례대표, 장애인 비례대표 등을 들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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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집단권과 장애의 문제를 연결시키면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인종적 권리
(일종의 다문화적 권리)와 특별대표의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인종적 권
리, 다문화적 권리는 장애의 특수한 문화가 차이로 인정이 되면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으로, 수화로 방송하는 것, 점자로 안내판을 마련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 관계 실천적(relational practice) 권리 연구
미국의 사회학자인 Somers는 권리를 관계의 실천이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
다고 주장(Somers, 2008A)했다. “사회적 시민권이란 확정된 범주가 아니라, 사
회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변동되는 강제가능한 청원의 합으로 시
민권의 권리는 구성된다. 권리는 권력과 사회적 관계란 실천적인 맥락 속에서만
수용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자원이다.” 권리의 구성이란 항
상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역동적”(Turner, 1993)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 규범과 제도 형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규범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열(configuration)과 권리의 실천(practice)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과정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Somers, 2008B). 권리의 행사는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내재적 규범의 작용이 아니라, 복합적인 실천 과정이 매개되어 있으므
로 이런 사회적 배열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머스의 권리 접근론의
방법론에 기반해 Carey는 미국의 정신장애인 형성과정에 적용해 분석했는데,
『시민권의 경계에서(On the Margins of Citizenship)』(2009)에서 기존의 권리
논의들은 지위(legal status)에 대한 접근에 머물러 권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분
석했을 뿐이라 비판한다. 대신 실천 중심적 접근이 필요한데, 권리의 역동적 구
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이다. 권리는 관계론적 맥락 속에서 발전
하며, 가족, 교육, 고용장소, 신앙 행위 등의 장소를 통해 사회적 실천으로 제도
화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배열의 구조적 변화에 발맞추어 권리의 실천 방식이
변화하는데, 정신 장애인의 경우 20세기 초에는 우생학, 제한에 대한 합법적 정
의, 의료적 낙인, 무능에 대한 합법적 정의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배열체 속에
존재했다. 20세기 중엽 사회적 배열의 특징은 전쟁, 전후 경제 부흥, 상이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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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이란 배열체가 있었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시민권 운동의 발흥이 있었다.
Carey는 정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정치적 권력, 권리를 둘러싼 서사방식, 일상
생활 수준에서의 권리의 실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변인의 권리획득과정을 분
석했다. 이를 통해 권리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역능화(empower)할 수도
있고, 일종의 조절과 통제 상태에 놓이게 할 수도 있는 이중적 관계임을 분석했
다.
5) 아래로부터의 인권 연구 (Subaltern legality)
서벌턴 연구자 중에는 서벌턴 합법성(subaltern legality)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
는 연구자들이 있다. 이는 서벌턴을 제도에 의해 포섭되지 않는 잔여적인 영역
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제도 속에서 하위주체들이 어떻게 행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시도이다. 대표적으로 비판적인 법 사회학자인 보
아벤투라 드 수자 산토스와 탈식민주의 정치학자 차터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하위주체적 합법성(subaltern legality)을 들 수 있는데, 보아벤트라
드 수자 산토스(De Sousa Santos, 2002)란 법사회학자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
적하며 인권론 자체에 대한 회의주의적 비판을 지양하며 대안적 방식의 인권론
을 제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실천된 인권을 통해 인권의
서사를 보충하고자 한는 것이다. 특히 드 수자 산토스는 브라질의 파사그라다라
는 도시 외곽지역에서 원주민 인디언 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의 법관습의 실천을
통해 자본주의적 국가질서와는 다른 법관습을 형성하고 그것을 공식적 제도 속
에 반영해나가는 것에 주목한다. 일종의 빈민가 지역이자 우범지역인 파사그라다
라는 지역에서 원주민들은 공식적 법체계와 다른 이중적 법체계를 운영하며 내
재적인 자치와 사회 구성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는 국민국가의 틀과 지속적으로
상충된다. 이런 하위주체적 합법성의 공식적 법체계와는 달리, 비전문가주의적
(nonprofessional),

접근가능(accessible),

참여적(participatory),

합의주구

(consensual)란 측면이 있다.
탈식민주의

연구자인

차터지

역시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란

개념

(Chaterjee, 2006)을 통해 하위주체들의 권리 획득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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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시를 점유한 이들이, 유사법적 질서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주장해나간다. 이는 기존에 불법과 비합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하위주체들의
권리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변화된 집단의 대중 정치질서를 포착하는 것
이며, 시민사회의 시민권자와는 다른 주변인 집단의 정치(Chatterjee, 2006)를 개
념화했다.
하지만 이런 하위주체적 합법성은 법외부에 존재하는 대안적 체제와 체제의
외부의 합법성에 대한 논의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은 법체계 내부에
하위주체적 합법성을 기입하고자 제도화하고자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6) 장애와 인권 사회학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었
다. 하지만 점차로 차별금지의 제정과 국제인권협약 등에 대한 가입으로 인해
점차로 장애인 관련 인권과 시민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시민권논의는 T.H. Marshal에서 비롯되었는데 시민권, 정치적 권리,
자유 권리 등으로 권리의 발달을 구분하며, 이를 점차 확대 발전시켜가는 과정
에 대해 논의했는데 다소 목적론적이고 진화론적인 권리개념 규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개념 규정을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들이 존
재한다. 브라이언 터너의 설명을 따르자면 시민권이란 기본적으로 기여적 권리
(Turner, 2009)란 측면이 있다. 기여적 권리(contributory right)는 재생산, 노동,
군복무란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사회 시스템에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장애인은 이런 기여적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시민권을 주장하기 어려
운 측면이 많다. 시민권은 실질적 정치 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통해 획득되는 것
이라는 주장(아렌트, 2005)25)이 있다. 특히 현대의 시민권의 논의는 노동을 기반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참여, 국가에 대한 참여가 어느 정도 배제
된 장애인들이 권리주장을 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Stiker, 2005)이다.
25) 아렌트는 본인의 유태인으로서의 경험에 근거해 인권의 부재와 부족에 대해 사유했다. 난민
적 존재들에 대한 사유를 시작했으며, 난민들이 권리가 없는 것은 정치적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인권은 실질성이 없는 담론이며, 실질적 공동체에 속하는 권리인
시민권을 통해서만이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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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권리에 대한 주장은 정치철학 중 자유주의 전통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은
데, 비판적 관점에서는 자유주의의 정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
는 데는 실질적으로 실패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철학의 전제 자
체를 의문시하게 한다는 주장(Devlin and Pothier, 2006) 도 제기되고 있다. 다
시말해 자유주의는 개인, 자아를 주체로 삼고, 분석의 토대로 삼는데, 장애는 이
런 개인주의적 관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자아(self)는 누구인가? 진정한 주
체는 존재하는가? 주체의 개념에서 장애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흔히
자유, 자율성, 선택이란 원칙을 중요시하지만, 비판적 장애이론은 이런 담론적
구성물들의 분석적 그리고 전략적 효용성에 대해 다시 생각(인용)해보게 한다.
장애를 가진 이들 중 일부는 누군가에 대한 의존(dependency)관계 속에서 살아
갈 수밖에 없는데, 자유주의에서는 독립성(independence)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기에 자유주의적 맥락의 권리 이론은 장애의 논의와 근본적으로 충돌되는 지
점이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정의론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방식의 정의가 존재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독립성(independence)의 신화를 해체하고,
일종의 체화된 시민권(embodied citizenship)을 강조한다. 인종, 계급, 성차 등의
부여된 속성(ascriptive traits)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에 시민권
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체화된 시민권을 논의해야한다는 주장
(Russel, 2011)도 있다.

2. 시혜주의(Benevolence and mercy)
일본의 정치철학자인 준이치는 “하버마스나 아렌트의 공공성론에서는 사람들
이 어느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거의 자명한 전제로 되어 있어서 자신
의 욕구 해석을 스스로 제기하기 위한 자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존재로 취급되지 않고 오히려 배려나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문제가 진지
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다. 시혜주의의 문제가 기존의 공공성론에서는 부족하다.
(준이치, 2009:81)”고 지적한 바 있다. 배려나 보호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자선, 자혜, 시혜주의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2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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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부족한 편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까이예(Caille)는 자선활동에 대해 논의하며 자선은 아는
사람들간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이와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것이라 주장
했다. 보통 전통적인 의미의 증여는 아는 사람들 간에 행해지지만, 자선은 낯선
이와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선은 가능한 施輿者와 受
惠者 간의 간극을 관계를 인격화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한다. 국가의 활동과 대
비되는 것은, 이런 자선 활동은 공동체의 활동으로 의미지워지며, 시여자와 수혜
자 간의 공통의 유대가 강조되며 온정이 강조된다. 국가의 복지체계와 비교해,
형식적 책임성이라는 점이 강조되지 않는다. 국가의 복지체계는 권리에 기반하며
계약과 정의의 의미로 규정이 되지만 사적 집단 간의 자선은 개인들간의 유대관
계에서 발생하는 책임감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관계는 단순히
교환(exchange)가

아니라,

증여와

선물(gift)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

(Godbout & Caille, 1998) 을 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인 티트머스는 수혈과 사회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공공정책 분
야에서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구별하려는 시도 속에서 증여관계(gift
relationship)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그는 사회정책이란 것이 사회의 도덕성,
그리고 타자의 욕구에 대한 인간의 관심 혹은 무관심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성
립가능한지 질문을 던졌다. 호혜적인 시혜적 관계와 근대적 복지 국가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바 있다(Titmus, 1972: 11~12). 그는 혈액관리 시스템이 시장
화되기 보다는 이타주의적 행위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트머스
와 까이예(Caiille) 등의 연구는 모스의 증여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의 기저에
는 공리주의적 이익추구 행위만이 아니라 증여란 원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선물, 증여 속에 작동하고 있는 권력의 불균형성에 대
해 논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렇듯 장애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권리의 관점과 시혜주의적

26) 사회복지 논의에서는 이들은 제도적 복지와 구별되는 잔여적 사회복지로 인식되며 제도적 복지로
변형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자선은 caritas의 영어 번역어인 charity로 기독교적 윤리와 문화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혜의 경우 불교적 전통 혹은 유교적 전퉁과 관계가 있다. 개인의 행위를 설명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왕권 등 군주의 통치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시혜적 관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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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는 긴장(Rioux & Valentine, 2006)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들 스스로에
의한 권리와 시민권에 대한 의식은 높아져가고 있지만 한편에서 법집행, 정책행
위, 실천행위 등에는 시혜주의적 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의 정치에 있어서
도 권리의 방식을 채택하는가와 시혜주의적 언어를 채택하는가는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시혜주의가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일종의 잔여적인(residual) 것으로 인식되지
만, Menke라는 독일의 정치철학자는 시혜(mercy)에 근거한 정치가,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보편적인 균질적인 정치질서가 해결할 수 없는 특수
한 상황에 대한 배려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Menke, 2006)했다. 또한 시혜를 논
하는데 있어서 이를 행하는 시여자에 대해서 논의가 국한되지만, 시혜의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 이런 시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흔히 차별과 배제는 부정적인 메카니즘, 즉 권리의 박탈로 이해될 경우가 많
지만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차별과 배제 역시 존재한다. 장애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의존적이고 무능한 존재로 구성되면서, 사회 영역에서 자선과 자혜의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달했다. 예를 들어 자선주의적·시혜주의적 태도는
장애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장애인을 평등한 주체가 아닌 하위
적인 주체로 위치짓는 대표적인 차별 방식이다. 민주주의와 산업자본주의의 발달
로 인해, 기존의 위계질서적인 관계는 권리란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가 재편되었
지만, 구질서의 사회체계가 잔존적으로 남아있으며, 또한 구질서의 사회형식이
근대적 사회체계에 맞추어 전환하면서 자선과 자혜는 근대적 복지체계 속에 자
리잡았다. 다음에서는 시혜주의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까리타스(Caritas)와 박애(Philanthropy)
서구의 기독교 전통과 불교의 전통에서 자선과 자비는 대표적인

구휼행위였

다. 이는 종교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핵심적인 행위 중 하나였다. 기독교에서
는 자선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존재(吉田久一․2004)해왔는데, 기독교적 전통
에서 빈자는 부자의 정신적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들이었다. 프란치스코의
경우 프란치스코는 여지껏 버려지거나 혹은 자선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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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격을 부여했다(Stiker, 2002). 가난한자, 약자, 주변인들은 관상과 숭배의
장소이자 순간이 되어, 신의 모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강한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개념인

자선(charity)에

비해,

박애

(philanthropy)는 그리스 헬레니즘적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박애는 그리
스에서 비롯되었지만 박애란 용어가 영어에 도입된 것은 17세기였으며 당시 새
로이 재발견되고 발굴되었다. 박애는 민주정을 지탱하는 좋은 시민정신을 의미했
지만, 이는 점차로 민족적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 시민주의로 확대되었고 권력자
와 부유 시민의 박애사업은 도서관과 엘리트 양성 교육 등에 집중되었다. 어원
적으로는 우애(友愛)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박애는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재발견되어 강조되기
시작했고, “박애의 시대(age of philanthropy)"란 말이 사용되었다(吉田久一․岡田
英己子, 2004).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이 발전했다.
2) 박애28)에서 사회사업으로
사적자선과 공적구제란 구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프랑스의 국가적 통일을
도모하는 세속권력자는 구제와 치안을 국가의 중요한 통합방식으로 삼는다. 그래
서, 앙샹레짐기에 은혜․자혜적인 박애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국가의 구제의무와
국민의 피구제권이 사회구제의 기본시책으로 자리잡은 것은 이후 프랑스 혁명기
의 우애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에는 개별적 자선에서 공동체의 책무가
강조되는 박애,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사업으로의 전환이 발생(林信明,1999)했
다. 종교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박애, 자선들은 근대기에 등장한 자원활동주의와
결합되어 근대의 시민윤리로 기능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공적인 활동을 하
는 경향이 강화되었다.(吉田久一․岡田英己子, 2004).
또한 시민혁명의 결과 貧者를 자선의 대상으로 바라보다가 점차로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희생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등장(Schneewind, 1996:70)하기 시작했
고, 자선시행자의 행위측면이 아닌 빈자의 권리 측면의 문제로 초점이 움직여지
28) charity, philanthropy 등의 용어가 혼재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philanthropy란 용어는
특히 18세기 이후 사용되었으며 대학, 박물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부와 자선활동을 지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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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헤겔은 “빈곤은 사랑과 동정심으로 비롯되어, 주
관적 구제로 이어지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영역에서는 공적 조직이 많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의 역할이 풍부해진다.... 하지만 자선이 빈민구제를
사적인 동정심에만 호소할 때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보편적인 규제 등으로 이
를 강제할 경우에는 기분이 상하게 된다”(Hegel, 1942: 149, Scheneewid 재인
용) 고 적었다.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해 개인의 자율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자
선에 반해, 공적 구제는 보편적인 근거에 입각해 빈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된
다. 하지만 이것이 강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에는 반감을 갖고 있다는 지적
이다. 하지만 근대시민국가의 발달과 더불어 도덕적 진보는 이전에는 자선의 영
역이었다고 믿겨지던 영역을 사회적 정의(justice)의 영역으로 확장해가는 것이라
는 인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자선의 경우에는 행하는 사람의 자유와 선택이
보장되는 구조인 반면, 정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지, 그
도움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무가 강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선을 수행하는 것은 자발적인 행위인 반면, 그 영역이 정의에 의해 규
정되는 경우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Buchanan, 1996: 109).
자선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영국에서는

COS(charity

organization society)등의 자원조직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Settlement'(인보관, 복
지관) 운동이 전개되었다(Ryan, 1996: 93). 이렇게 자선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
어 민간 영역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던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물려 있었
고(Donzelot, 1997), 이런 과정에서도 자선의 제도화에 대한 여러 논쟁이 존재했
다. 특히 정의(justice)와 자선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존재했다. 빈자들에 대한
돌봄이 빈자들의 권리와 정의(justice) 개념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시혜자의
자선심에 근거하고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했다. 후자의 경우에는
시혜자와 빈자와의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등장하고 있
던 평등과 정의 개념과는 배치되곤 했다. (Buchanan, 1996: 109) 혹자는 도덕
적 진보란 이전에는 자선의 영역이었다고 여겨지던 영역을 정의의 영역으로 확
장해가는 것이라 주장했으며, 이것이 자발적인 활동의 수준을 넘어 의무로 강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는 권리의 문제이지만, 자선의 경우에는 그와 상응
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Losek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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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선의 영역이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선은 기존의 정치·경제구조를 위협하지 않으며, 구제자가 발생하
게 된 구조적 원인에 대해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이런 구제자들은 단지 운이 나
쁜 이들로 여겨질 뿐이다. 사회·구조적 개선보다는 개인들이 존재하는 질서와 구
조 속에 적응하게 하여, 기존의 사회질서구조를 공고화하게 하며, 또한 자선과
구제자와 피구제자간의 관계를 도덕적인 것으로 구성하여 도덕적, 감정적 관리까
지도 하게하는 효과가 있다(Loseke, 1997).
이렇듯 자선이 점차 개인적인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발달되어가면
서, 바람직한 빈자(Deserving poor)와 바람직하지 않은 빈자(Undeserving poor)
라는 이중적 관념이 발생하면서 일종의 빈자에 대한 도덕적 담론이 형성되었다.
복지영역의 형성에 있어서 대상을 선별하는 관념이 등장한 셈인데, 바람직한 빈
자의 대표적인 예는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 바람직하지 않은 빈자의 대표적인
예는 알콜중독 남자, 아이를 방기한 남자 등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자선의 대상
자 역시 위계질서 속에서 차등화되었다. (Himmelfarb, 1983: 160-161) 장애인
의 경우에는 비교적 바람직한 빈자의 영역에 속해왔다. 이에대한 전통은 영국의
구빈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바람직한 빈자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제도적, 법적 부양은
상대적으로 인정되는 측면(Robson & Loughran, 2001: 73)이 있었고, 사회적으
로도 비교적 정당화되어왔다.
3) 동양의 자혜전통과 일본의 천황제적 자혜
기독교적인 구원을 위해 강조되던 자선의 전통과는 달리, 동양사회에서는 유교
적 전통과 불교적 전통 속에서 治者의 덕성으로 仁政과 慈惠가 강조되었다.

그

리고 이런 제도들은 관료조직의 발달과 더불어 활성화되어갔다. 불교에서는 자비
사상에 근간해, 자비가 통치자의 덕성으로 인식되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개별
적인 민간의 종교 행위일 뿐 아니라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자비와 덕치가 강조
되는 정치적인 전통이 존재했다.
동양 사회역시 근대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기존의 사회구제방식과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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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일본은 근대사회의 설립 이후, 서구적 모델의
자선을 본받아 일본적인 자혜 모델을 형성해 국민국가의 토대로 삼았다. 일본에
는 천황의 구제·자혜행위에 대한 오랜 기록이 존재하며, 그런 역사서를 토대로
천황의 자혜와 관련된 여러 책29)등이 편찬되었다. 이는 천황의 자혜를 근대라는
시점에서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며, 유교적 정치와 가족국가적 모델을 지향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천황제적 자혜 정치를 사회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지역의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집권적인 유교적 덕치주의의 산물이라 볼 수있다.
근대적 천황제 안에 유교적 덕치주의가 온존하고 있으며, 지방의 상호부조적 전
통· 자조의 전통과 왕실의 구제 등을 결합한 것으로 지역에서의 자조를 강화시
키는 방식이다. 이는 국가란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과 관계의 언어로 형성한 것
이다 (池田敬正, 1985). 이런 통치 방식은 조선, 대만 등의 식민지에서도 연장되
어 등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천황제적 자혜 속에 자혜의 구체적 시혜자로서 황후 등
여성 황족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메이지 유신이후, “서양 문명
각국의 예를 살펴보면· 자혜의 마음으로 빈민에게 베푸는 곳으로 만듬. 황후폐하
의 성덕이 자비롭다는 것을 강조했다. 자혜 의원의 개원식에는 황후가 행차했다.
메이지 정부는 가장 뒤떨어져있던 구빈, 구호, 복지 영역에 대해 여성들의 자선
을 장려했다. 가부장제도적 국가의 방식 속에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복지를 여
성의 자선30)의 역할로 대응시켰다(와카쿠라 미도리, 2007). 장애인들에 대해 실
시된 특수교육 시설들은 보통 천황의 자혜를 드러내기 위한 시설인 경우(주윤정,
2008B, 2009)가 많았다. 또한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황후의 자혜를 드러내
기 위해 어가비를 설치한 경우도 많았다(정근식, 2007).
이렇듯 장애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권리의 관점과 시혜주의적
태도에는 긴장(Rioux & Valentine, 2006)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들 스스로에

29)

關屋貞三郞,『天皇と社會事業』, 1934, 辻善之助,『日本皇室の社會事業』, 日本赤十字社,
1934. 사賀三郞,『天皇と御仁慈』, 1944, 대부분
30) 서구의 사회복지영역의 형성과정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것의
형성과 여성의 역할, 여성이 공적 장에 진출하는 기회로서의 사회사업이란 점이 주목되고
있다.

- 50 -

의한 권리와 시민권에 대한 의식은 높아져가고 있지만 한편에서 법집행, 정책행
위, 실천행위 등에는 시혜주의적 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의 정치에 있어서
도 권리의 방식을 채택하는가와 시혜주의적 언어를 채택하는가는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애와 관련된 민간단체의 조직 역시 시혜 중심적
언어를 채택하는가, 혹은 권리 중심적 언어를 채택하는가는 첨예한 현재적인 문
제이다. 시혜 중심적 언어는 흔히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관료 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 들은 이에 반해 권리의 언어를 선
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위주의적인 발달모델이 지배적이었던 사회
의 장애문제, 달리 말해 권위주의적 정치 모델 속의 장애의 정치를 보다 적극적
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혜주의적 태도와 장애의 모델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
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자선과 자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대한 필요로 인해
장애에 대한 사회이론에서도 도덕적 모델·종교적 모델31)을 구성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4) 식민주의와 시혜주의
한편 제임스 미즐리란 연구자는 제삼세계의 공적 사회복지의 저발전의 이유로
영국 구빈법에 근거를 둔 것과 같은 포괄적 사회부조제도가 여러 식민지에 침투
하지 못한 것은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종교적 또는 비종교적 자선행위를 강조
했기 때문(미즐리, 1986:133)이라며 식민주의적 시혜주의를 연구했다. 스페인과
불란서 식민지에서는 종교기관과 기타 자원봉사기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
하고 극빈자를 돌볼 때 국가가 지원하게 했다. 이로 인해 식민지 국가의 사회복
지 발달이 종교에 의한 자선행위 중심적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후 저작에서는
식민주의 통치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달한 사회복지의 특징을 우선 왜곡된 발전
을 예로 들었는데 보편주의적 성격보다 특정 집단에 편중된 발달을 보였다는 것

31) 연구자가 참석했던 2008년의 <Disability and History>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에서도 기존
장애의 사회이론 패러다임에 도덕적 모델을 덧붙일 것이 제안되었었다. 이는 정책과 제도
등 체계의 언어에서 구성되는 방식과 생활세계와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장애에 대한 모델과
사회적 태도의 괴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도덕적 모델· 종교적 모델의 형성은 장애의 정치
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의미망을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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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회사업의 대상 들이 사업실시자의 목적에 의거해 편중되어 선택된다는
논의(Midgley, 1998)32)이다. 즉 이는 시혜의 관계가 권력관계 속에 전제하며 특
히 이를 식민주의의 문제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회정책적
측면에서의 시혜주의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적 기반이 취약한 정치체제에서
사회보장급여는 단지 은혜적 성격을 띨 뿐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지는 못한다(전
광석, 1997: 20)”라는 주장도 있다.

3. 장애의 배제와 차별
1) 배제와 차별
장애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배제와 포섭의 문제가 핵심적이다. 프랑스의 역사학
자인 스티커(Sticker, 2005)는 뒤르켐의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의 관념을 원용
해 장애, 소수자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한 예로 유럽에서 전통사회에서 키가 작은 난장이의 경우, 광대의 역할로 한 사
회에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독자적인 개인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사회의 통합으로부터 배제되어 갔다. 유기적 연대
속에서 난장이 등 키가 작은 사람들의 경우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삶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런 권리를 위해서는 개인이 투쟁을 통해 쟁취를 해
야하는 것이다. 기계적 연대 속에서는 전체라는 관념 속에서, 각자의 장소가 구
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었다. 기계적 연대는 전체론(holistic)적 관점 속에서 종
교적인 성격을 갖기도 했다. 기계적 연대 속에서는 유사성에 기반해 사회의 소
속이 정해지기에, “타자”들은 사회에 진입할 수가 없다. 기계적 연대의 사회에서
32) 또한 식민주의 통치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데, 첫째로 서구중심적 모델로 인해 각 사회의
전통을 무시해 개입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식민통치로 인해 지나친 관료화
가 발생해 복지프로그램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다른 영역
에 비해 주변화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요약하면 불균등한 복지의 발달과 특정 영역으로의
집중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제도가 발달하지 않는다는 것(Midgley, 199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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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연대의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계약론과 자본주의와의 관계가 있다. 배제는
죽음에 의한 배제, 버림에 의한 배제, 지원(assistance)을 통한 배제, 주변화를 통
한 배제, 차별을 통한 배제 등이 있다. 동화·정상화의 패러다임이 존재하는데 사
회적 포섭과 배제의 원리는 조응하는 관계 속에 있다.
우선 배제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스티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죽음에 의한 배제, 버림에 의한 배제, 격리에 의한 배제, 지원
(assistance)을 통한 배제, 주변화를 통한 배제, 차별을 통한 배제 등으로 구분했
다. 이렇게 배제를 유형화는데는 동화(assimilation)· 정상화(normalization)의 패
러다임이 존재하며, 사회적 포섭과 배제의 원리는 조응하는 관계가 있다(Ravaud
& Stiker, 2005). 스티커는 머피(Murphy, 1988)33)의 연구를 언급하면서 경계성
(liminality)의 상태가 장애인들의 사회적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연(suspension)된 상태에 있어서, 그들은 아픈 것도, 잘 있는 것도 아니고, 죽
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배제된 것도 아니고 사회 속에 진정으로
포섭된 것도 아니다. 다양한 배제의 형태를 주목한다고 했다. 스티커는 장애와
관련해 배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죽음, 절멸에 의한 배제의 예로는
나찌 독일에서 수용소 등지에서 절멸당한 장애인의 수가 약 20만명 정도 되며,
최근에는 산전검사와 낙태 등의 우생수술로 많은 장애아들이 절멸되었다. 우생학
적 사상에 근거해 절멸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버림에 의한 배제는 장애
아들을 유기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격리에 의한 배제는 시설
화의 문제이다. 서구에서 장애인이 시설화되는 것은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최초의 격리는 시각· 청각장애로부터 시작되어 점차로 정신장애
등으로 확대되어갔고, 의료화와 특수교육의 대상으로 전환되어갔다. 장애인을 시
설화하는 것은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최초의 격리는 시각· 청각장애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차로 정신장애 등으로 확대되었다. 시설화하고 격리하는 것이 장
애에 대한 일반적 해결방식이었다. 이런 격리의 문제는 성별간의 격리를 전제하
는데,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의 성적 자율권은 철저히 침해된다.
네 번째로는 지원· 조건부 포섭을 통한 배제가 있다. 서부유럽과 중세에서는

33) 이런 분석은 장애를 일탈적 범주로 분석하던 논의를 비판하고, liminality를 통해 새로이
분석을 하려는 시도의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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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의 고통을 환기시키며, 자선은 기독교인들이 속죄를 하
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위 지위를 가진 이들(장애인, 가난한 이들)등
은 사회적으로 필요했는데, 이들을 통해 죄를 속죄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혁명시까지 교회는 장애인들에 대
해 지원을 하는 주요한 기관이었는데, 지원은 일종의 경제적 배제라고 볼 수 있
다. 이들을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 규정하는 것으로 종속과 의존의 관계에
자리매김한다. 노동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회에서 배제되는 여러 관계 중 가장
궁극적인 것이다. 하지만 근대적인 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이렇게 쓸모없음을 전
제로하는 지원정책으로는 장애인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기에 노동을 통한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Oliver and Barnes, 1998)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주변화·정상화를 통합 포섭이란 배제가 있다. 주변화는 공동체
의 가치에 저항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것을 주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주변성
은 기존 사회의 주류적 가치와 규준으로는 수용될 수 없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
으므로, 어느 정도의 포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순응성
(conformity)를 가져야 한다. 흔히 논의되는 장애인의 재활은 이런 범주에 속하
며, 재활의 가장 큰 목표는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막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별을 통한 배제가 있는데, 이는 점진적인 포섭이다. 차별은 특정
한 사회집단을 꼽아서,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평등한 개인을 불공평하
게 대우하는 것으로, 이런 개념의 탄생은 근대사회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 지위,
카스트의 차이 등 사회적 위계질서를 당연시하는 사회에서는 차별은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권의 발전, 시민들의 평등한 권리 향유란 관념이 발생
한 후에야 부정적인 차별로부터 보호할 법적 체계들이 만들어갔다. 인종의 장애
로 인한 차별의 문제에서는 여러 종류의 우대 조치 등 적극적인 차별 방지 조치
들이 발생했다.
이런 배제와 포섭의 논의는 쿠리하라 아키라의 연구34)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쿠리하라 아키라는 미나마타 병등, 장애로 인한 사회적 스티그마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한 대표적인 일본의 사회학자이다. 그는 장애학의 연구와 생명권

34) 栗原彬, 2008," スティグマの障害学－共生の政治（学）を求めて",障害学会 熊本学園大学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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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연구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했다.
가. 여러 사건 중, 스티그마 발생에 의해 차별이 이루어진다.
나. 국가, 대행장치, 사회가 스티그마의 구성을 추진하는 주체가 된다.
다. 병의 상태는 정치, 사회적으로 형성된다.
라. 스티그마의 형성과 관리에 대해 전문가가 관여한다.
마. 정치에 의해, 배제·은폐·무위가 추진된다.
바. 중층적인 차별
사. 스티그마는 광범위한 배제를 동반한다.
아. 식민지에서 대규모로 영위된 행위였다.
자. 배제, 극소화, 소멸의 이데올로기의 정책(우생사상· 사회적 부적응자, 민족
정화, 노동가치설, 생산 내셔날리즘, 시장원리, 복지국가(사회적 비용), 신자유주
의)
차. ‘자혜’에 의한 ‘구제’
카. 아이덴티티 정치
타. 희생자가 공생을 추구한다
파. 희생자가 공공성의 재편성을 추구한다.
(가~차)의 항목은 생권력(생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권력)과 사회장치가 스티그
마를 겪는 신체를 형성해 스티그마를 관리, 은혜, 소거하는 장치가 수행되는 것
이다. 반면 (카~하)는 스티그마를 겪는 측에서 제기한 장해학(disability studies)
의 실천으로 시스템의 정치에 대한 대항정치, 시민정치로 “인간의 정치”를 표방
하는 것이다. 생권력의 정치와 인간의 정치의 결합을 통해 종합적 시각을 갖추
어야 한다고 쿠리하라 아키라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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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의 개념과 모델
(1) 장애의 개념
앞에서 억압과 차별의 일반론에 대해 논의했는데, 장애로 인한 차별, 배제, 억
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장애를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범주화할 수 있
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이 사회학
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손상(impairment)과 장애(disability)의 구별에서부터
시작한다. 흔히 손상은 물리적, 정신적, 감각적 신체 손상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
생하는 기능적 제한을 의미한다. 반면 장애는 개인들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공
동체 속에서 정상적인 삶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거나 제한 받는 것을 의미한
다. 손상이 신체적 현상이라면,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험 들이 장애
인 셈이다. 장애를 사회적인 경험과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장애에 대한 연구의
관점도 기존의 의료 중심적이거나 재활 중심적 시각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들은 계급, 성(gender), 인종(race)과 마찬가지로 장애(disability)를
사회와 역사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사회적 범주(Kudlick, 2003)로 다루고 있다.
페미니즘, 블랙 아프리칸 연구 등 여러 차원의 마이너리티 연구가 학계에서 제
도화 되고 새로운 비판적 관점으로 역할하고 있는 맥락에서도 장애에 대한 역사
적이고 사회학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런 장애(disability) 연구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관심에서만이 아니라, 장애인권운동의 활성화에 근거해 발전했다. 서구
사회에서 70년대부터 전반적인 인권운동이 발전하면서, 장애인의 권리 인권의식
이 향상되었고, 투쟁과정에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장애를 사회적 범주로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었다. 기존에는 장애와 질병의 문제를 다루더라도 통상적
으로는 의료사회학 혹은 의료사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는데, 이는 환자 혹은 장애
인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의료레짐, 정책, 기술의 발전 등을 보다 중시하
는 입장(Thomas, 2007: 12)이었다. 그래서 장애를 사회적 현상과 경험, 구조로
인식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형성되면서 장애 영역의 담론과 제도를 규정짓고
있는 의료적 모델에 대해 비판을 하며 주체성과 주체성의 경험에 입각한 담론과
제도를 창출했다. 장애인 운동의 주요한 비판적 언어로 사회적 모델(Oliver,
1997)이 제기되어, 장애를 단순히 신체의 핸디캡이 아닌 사회적·구조적 문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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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는 관점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장애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에서 언
급했지만 장애는 흔히 사회복지 혹은 의료사회학, 의료사의 영역에서 다루어졌
다. 장애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학 분야에 소재를 확장시
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도화되어있는 장애에 대한 관점(사회복지, 의료) 속
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사회적 관점, 사회적 모델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를 고정된 사회범주로 당연시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끊
임없이 형성되어가는 것으로 보아 장애란 범주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인 힘의
작용을 분석(Thomas, 2007)하는 것이다. 한편 장애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
보는 것으로, 사회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 변수관계 속에서 장애를 분석하는 것
이다. 장애연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역할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의문시하게
한다(Longmore, 2003). 사회학내에서 의료사회학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등이 시도되었지만, 이런 연구는 장애를 일탈(deviance)적 관점에서 연구하
는 경향이 많은 반면 장애가 중심이 된 연구에서는 사회적 억압(oppression)을
중시한다(Thomas, Carol, 2007). 이런 관점의 차이는 장애를 정상의 일탈이냐
혹은 사회구조적 억압과 차별의 결과인가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

또한 장

애를 매개로 해서, 장애 범주의 형성이 사회 구조와 형성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다시 말해 여성, 인종 등의 소수
자 연구가 사회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시킨바와 같이 장애란 범주를 통해 사회이
론을 어떻게 사회이론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장애의 연구가 성(gender), 인종(race)과 같이 또 다른 타자로, 소수자
의 역사에 리스트를 하나 덧붙이는 것에 끝나는 것인지 혹은, 사회에 대한 새로
운 관점과 시각을 가능하게 하는 입장을 구성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즉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구성했는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를 구성하는 사회
35) 영국과 미국의 장애학의 발전 경로는 다소 상이하다. 영국은 장애인 인권운동과 긴밀히 결
합되어 운동적 측면이 강하며, 사회과학내에서 발전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장애학이 다소
운동담론과 괴리되어 아카데믹한 차원으로 더욱 발전했으며, 문학과 역사학, 문화 연구 등
에서 장애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경우에는 아카데믹한
차원의 장애담론은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90년대 이후부터 장애 운동이 사
회운동으로 활성화되면서, 당사자주의, 독립생활운동,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다양한 담
론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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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대한 시각을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몸을 가진 이들에 대한 대응
방식을 통해 사회의 구조와 사회를 구성하는 전체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측면
이 존재(Kudlick, 2003).
장애(disability)란 종합적 관념이 형성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서양에
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해 맹인, 벙어리, 절름발이 등 각기 상이한 장애들에
대한 여러 사회적 관념과 제도 들이 존재해왔다. 특히 중세 기독교에서는 장애
는 신에의 한 벌과 축복이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가시화(visible)했다. 중세에는 가난한자(빈자)와 장애인의 구별이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들은 빈자와는 달리 일종의 인지되지 않고, 실제로
살아가는 세계가 아닌 일종의 가상적 존재로 읽혀졌다. 장애인의 특성은 이상함
(strangeness)로 정상적인 사회를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장애는 여기에서만의 삶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보편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했다(Stiker, 2002). 14세기 이후 대역병이 세계를 휩
쓴 후, 장애인과 병자들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한편 중세의 종말과
더불어 점차로 노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재활을 해야된다는 시각도 전개되었다.
폴란드의

역사학자인

게르멕(Geremek)은

역사속에서

두

종류의

주변성

(marginality)이 있다고 주장(Geremek, 1994)했다. 하나는 사회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훨씬 더 심층적으로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조직에 대해 의
문시하는 것이다. 전자로는 도둑 등이 있으며, 후자로는 장애인과 이방인이 있
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근대사회의 능력중심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의문
시한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 기독교적 전통에서, 장애인들 중에서도 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자와
아닌자는 구별되어 벙어리에 비해, 맹인은 비교적 나은 사회적 지위(Sticker,
2002)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기독교 복음에 주로 등장하는 나병, 맹인, 벙어
리, 절름발이 등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은유와 상상의 기반이 되었다. 반면,
동양에서는 기독교 전통, 특히 신의 축복과 죄·벌이란 관념을 공유하지 않았기에
서양과는 다른 상황이다. 불경에 장애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논어 등에 맹인
악사 등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지만 특정한 사회적 범주로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그다지 가시화되어 있지 않았다. 개별적인 장애유형들에 대한 논의가 존재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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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서양의 경우에도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
람들(disabled people), 프랑스에서는 ‘les handicapes’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용어는 공동체, 집합정체성,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
되는

억압에

대한

논의를

강조하기

위한

용어이고.

프랑스에서는

‘les

handicapes’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건강, 사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제한
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프랑스에서는 공동체나 국가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스페인어에서는 ‘inhabilidad’라고 하는
데, 이것은 특정한 활동이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능력을 의미한다.
장애언어는 분명히 한 사회의 역사, 민족, 문화,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
(Albrecht, Seelman, and Bury, 2001).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는 기독교의 전파가 시작되고 선교사들이 사회사업을 펼
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불구, 병신에 대한 집합적 상상력이 증가하고, 장
애라는 집합적인 사회적 범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개별적으로만 다루어졌던 이
들이 장애/장해/잔질인이라는 집합적 범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은 근대국민
국가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식민지기에는 주로 불구, 병신이란 용어가 일반적으
로 통용되다 해방이후 장애란 말이 등장해 법적 용어로 자리잡아 갔다. 중국에
서는 잔질인(殘疾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Kohrman이란 미국의 인류
학자는 잔질인이란 용어가 중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으
로 중국정부에서 잔질인에 대한 정책을 펼치며 잔질인이 가시화되고, 다른 이들
과 구별되기 시작했다고 주장(Kohrman, 2005: 15)했다.
맹인의 경우에는 전통시대에는 판수, 소경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웠고, 장애인
이 범주로 인식되면서 맹자 혹은 맹인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이런 용어사용은
70년대까지는 지속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규범이 제도화되어가는 80년대
부터, 시각장애자라는 용어가 정착되어갔다. 이후에는 시각장애자에서 시각장애
인으로 전환되어간다. 본연구에서는 시혜주의적 구조와 비정상인 접근이 지배적
인 60년대까지는 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시각장애인들이 단체의 이름에서
스스로를 시각장애인이라고 지칭한 70년대 부터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도 비정상인 접근과 시혜주의적 요소가 지배적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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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맹인이라는 용어와 집단적으로 구별하려는 인식이 등장했고 이는 인권과 평
등권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기에, 70년대에는 맹인과 시각장애인이라는 용어
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2) 장애의 모델
사회과학에서는 장애에 대한 모델을 크게, 개인적 모델(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장애의 원인과 그에 대한 처우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고, 의료전문가가 해결하게 하는 방식인 반면, 사회적 모델은 장애의 문제
와 문제해결을 사회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장애에 대한 개념과 접근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Rioux & Valentine, 2006)해 볼 수 있다. 장애가 개인적
병리인지, 사회적 병리인지 나누어 볼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도 접근 방식이 나
뉜다.
<표 3> 장애에 대한 사회적/과학적 형성36)
개인적 병리
생의학적 접근(생물학적 성격의 결과)

기능주의적 접근(기능적 능력의 결과)

대우: 의료와 생체기술적

대우: 재활

방지: 생물학적 혹은 유전적 개입/ 방지

방지: 초기 진단과 치료

사회적 책임: 제거와 치료

사회적 책임: 완화하고 편리를 제공
사회적 병리

환경적 접근(환경적 요인과 서비스의

인권 접근(사회조직과 개인과 사회의

배치)

관계
대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정책의 재
구조화

대우: 서비스를 개인이 통제하고 지원
방지: 사회,경제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
사회적 책임: 체계적 장볍을 제거

방지: 장애를 사회에 내재적인 조건으로
인식
사회적 책임: 정치적 사회적 자격을 제
공

36) Rioux & Valentine, 200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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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각각의 장애개념과 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장애개념에 대해 접근하는 것의 위상을 보
여준다. 첫째로 시민적 장애(Civil Disability)가 있는데,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
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격부여에 대한 이론적 구성이다. 장애는 개인적 병리라
는 관점에 의거하며, 국가는 개인들을 장애의 나쁜 효과와 이로 인한 제한으로
부터 보호해야한다. 일종의 온정주의적 행위로 정책의 틀이 구성되는데, 대표적
인 것인 분리교육, 작업장 등 분리적 통합방식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자선
적 특권(Charitable privilege)가 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서 오
랜 역사 속에 존재해왔다. 차별의 기원에는 사회조직적인 차원이 있고, 차별이
당연시되는 상황이 있으므로, 특혜적인 차원에서 차별을 한다. 여기서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자선과 자혜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의 문제이다. 시혜적
복지, 자선적 사업 등의 정책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적
위상(citizenship status)은 장애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의 결과로 개인의
병리나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Rioux & Valentine, 2006: 58)라고 본다. 그래서
자격부여는 온정주의나 자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권리의 언어와 담론 구조로
이루어진다.
<표 4> 평등에 기반한 장애인에 대한 자격부여의 관계
평등의 개념

장애의 개념의 구성
개인적 병리

평등 대우

37)

사회적 병리

생의학적

기능주의적

접근

접근

환경적 접근

결과
도출접근

시민적 장애(Civil

평등 기회

Disability)
자선적 특권(Charitable
Privilege)
시민권 지위(Citizenship

평등 결과

Status)

37) Rioux & Valentin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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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통적인 장애관념부터, 자선적 특권, 시민권적 지위의 장애관념까지 혼
재되어 사회속에 존재한다. 장애인 운동 중의 주요 아젠다는 이런 자선적 특권
방식과 시혜주의적 방식의 자격부여에서 권리에 기반한 자격부여방식으로 변화
해야 한다는 것(Fleischer, 2000)이다.

3) 장애의 무능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계는 근대적 사회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는 항상 특정한 사회역사적인 상황의 물리적 조건의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
다. 영국에서 장애에 대한 역사적 시기는 셋으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 단계는
대규모 산업의 등장과 사회의 위계질서 속에서 절름발이를 하층민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어사일럼 등의 분리 시설이 등장하는 시점이다. 이 시점
에서 근대적인 장애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었다. 시설화가 등장해 수동적이고, 의
존적인 장애인을 만들어내었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장
애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Finkelstein, 1980)한 단계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이며,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가 장애인들의 삶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이론 중 사회적 모델을 주창한 올리버는 역사유물론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의 등장과 장애 범주의 탄생에 대해 논의했다. 농촌중심, 협력적인 방식의 노동
조건에서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기여하고 생산하면 되었지
만, 도시의 공장 중심의 방식에서 임노동자가 되면서,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갔다(Oliver, 1997) 장애라는 현상이 특정한 문제적인 현상으로 인식이
된 것은, 장애에 대한 구별과 집단적 인식이 비교적 약했던 전근대 사회와 달리
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장애가 분명한 사회집단으로 자리매김하
면서였다. 기존의 농촌 중심적 지방사회에서 장애인들은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으
로 별달리 인식되지 않은 채,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균등화 와 표준화를 강조하는 산업자본주의와 공장제 시스템의 확산은 장애인들
이 개별적이고 비교적 독립적인 주체로 삶을 영위할 수 없게했다. 그래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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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능(disability)와 의존(dependence)39)의 이미지가 점점 강화되게 되었다
(Oliver, 1997).
이런 억압은 계급, 젠더, 인종에 근간한 정의롭지 않음(injustice)과 착취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장애로 인한 억압은 능력주의(ablism)로 인한 것이라 생각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있는 사람이라 당연히 생각하는 관점
(Chouinard and Grant,1995: 139)이다.
장애를 역사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억압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이들은, 역사적 생
산방식에 의거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가, 중세 때 생산방식에 의거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이 어
떻게 발생했는지를 추적한다. 봉건제 사회 속에서 장애인들은 비교적 분리되거나
배제되지 않은 상태로 공동체 안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엄격하게 노동이 분
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배제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약한 노동이나 장애인에게 걸맞는 노동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에 통합
될 수 있었다(Sticker, 2002) 하지만 균질화와 합리화가 이루어지면서, 장애인들
은 비정상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인식하고, 장애에 대한 억압을 사회경
제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사회적 모델이 강조되었다. 애벌
리는 손상된 몸을 지난 사람들을 단순히 노동시작 속에 통합, 노동의 영역으로
통합시키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희망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김도현 B, 2009).
그래서, 이런 억압의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사회적
모델을 주장하는 이들은 장애의 문제는 여지껏은 개인적 비극이론이 주도적이었
다고 지적하며, 정치경제학적 모델을 주장한다. 모든 현상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사회적 현상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의 문제이다. 장애는 사회적 힘
들 사이에서 특정한 관계로 발생하는 것이다. 근대적인 노동방식, 노동시장, 노
동 조직을 통해 경제가 작동하며 이 과정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은 종속적인 상태
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억압에 대한 논의는 공간적 논의, 지리적 논의로 전개된

39) 의존의 문제를 역사사회학적으로 재독해하는 시도. 낸시 프레이저의 지적. 의존이라는 것
이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사회적 작용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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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leeson(1999)은 도시화와 발전과정40)에서 장애인이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온 과정에 대해 분석한다.
하지만 의존(dependent)적 존재들을 사회적으로 구성해가는 과정에 대해 분석
한 Fraser와 Gordon은 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의존적 대
상들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라 지
적한다. 전 산업화사회에서 의존은 어떤 도덕적 함의나 부적적 의미를 갖고 있
지 않고, 객관적 사회적 관계를 의미했을 뿐이다. 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독립(independence)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일탈
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의존이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이라 생
각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변화를 추동하는 데는 급진적인 개신교의 개인주의
가 작동하고 있었다. 산업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의존적 집단은 구걸자,
식민지의 원주민들/흑인들, 여성 등이었다. 이들은 이전에는 각자의 사회적 위치
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파트너였지만 점차로 기생적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특히 20세기 초반의 미국에서는 독립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강조되었는데, 이는
봉건제 사회의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위계질서적 사회구조가 존재하지 않았
던 미국 사회의 특성과 연관(Fraser & Gordon, 1994: 309-320)이 있다. 프레
이저와 고든의 분석은 여성이 임금생활자 부양모델의 상황에서 남성에게 의존적
인 존재로 자리매김 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런 논의
는 장애인에 대한 분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장애인의 개념과 그 차별이 고착화되고 이런 문제가 법의 문제로 전이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생산성의 사회)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따라 생산성주의
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장애는 비생산성 내지는 저생산성의 대표명사가 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실업이나 저임금의 습속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린다.
동시에 그러한 저소득의 상태로부터 일종의 경제적 소외가 발생하며 이 경제적
소외는 또다시 문화적, 사회적 소외의 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40)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농촌, 지방 등이 일정한 유용성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도시는 일종의 기회를 열어주는 공간이기도 했다. 가족이나 친지 등에서 벗어
나, 개인의 삶을 꾸리며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보여, 직업 능력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도시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반드시, 자본주의화
혹은 도시화가 장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이었다고만은 볼 수 없다. (시각장애인
인터뷰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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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장애의 문제는 정상/비정상의 맥락 속에서만 다루어짐으로써 정상성-생산
성의 담론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한상희, 2006:.57)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가 법적으로 전이되는 것만이 아니라, 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법의 언어는 정상·
비정상의 이분법적 구별을 구성하는 핵심적 장치로 기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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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식민지기 안마사 자격의 형성과 ‘비정상인’ 규정
의 법제화
‘맹인’들의 생존권을 둘러싼 사회적 장이 법적, 제도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식
민지기와 근대적인 특수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전통시대에도 시각장애인들
은 특정한 직업을 보장받으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근대적 사회적 관계에 진입
을 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직업 영역은 비과학적인 것이 되면서, 새로운 근대적
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맹인에 대한 과
거의 직업능력은 부정되며, 이들은 근대적 교육을 통해 직업 능력을 갖춘 이들
이 되도록 요구되었다. 또한 문자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
은 구술문화를 통해 풍부히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문
자가 강조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들은 문자해독능력이 없는 이들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제정법적 체계를 통해 계약에 대한 여러 관행들이 법제화되면서,
맹인들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들로 자리매김 되었다. 식민지기
의 법적, 제도적, 문화적인 변화들은 맹인들을 이전 사회와는 다른 사회적 관계
와 능력체계 속에 위치하게 했다. 본 장에서는 맹인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
적 관계의 재배치와 능력의 규정, 그리고 이에 대한 맹인들의 권리 주장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시혜주의 사회사업의 구조 형성
1) 기독교의 자선과 계몽
조선의 개항 이래 선교사들은 조선에 와서 사회사업을 활발히 펼쳤다. 이는
선교방법으로 직접 선교보다는 교육과 의료, 사회사업을 통한 네비우스 선교방법
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한편 선교사들이 주로 선교대상으로 삼았던 이들은 조선
의 지배층이라기보다는, 여성 및 빈민 등으로, 조선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사회적
약자들42)은 기독교의 복음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대상이었다. 선교사들의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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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및 관심43)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선
교사 사회사업이 시작되던 초기부터 이들은 서구의 선진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
지고 낙후된 조선에 근대적이고 문명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윌슨 선교사의 한센병 관련 사업(정근식, 1997)과 로제타 홀의 맹인 교
육사업44)을 들 수 있다.
서양인과 선교사들에게 조선에서 판수로 활동하고 있던 맹인은 상당히 인상적
인 존재로 보였던 것같다. 이자벨라 버드 비숍, 헐버트, 클라크 등 한국에 대한
기록을 남긴 서양인들은 조선의 대표적인 민간신앙으로 무당과 판수를 꼽으며45)
판수의 점복 방식, 교육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관찰했다.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특히 기독교 전파를 위해 배격해야 할 민간신앙이란 측면에서 무당과 판수에 대
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개화기부터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
사들은 당시 맹인들의 판수활동과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맹인 관련 특수교육을 처음 시작한 로제타 홀은 교육 목적에
대해서도 “여성 맹인들을 점복, 무당 등 미신적인 삶에 종사하지 않게 하고, 그
리스도교 가족의 유용한 일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46)”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제타 홀은 기독교 교인인 오씨의 딸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곳
에서 일을 시작할 기회가 비로소 왔구나. 그 애의 아버지는 기독교인이니 내 의
42) C,C. Vinton, 1893,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Vol. XI, No. 9, (민경배,2006) 재인용.
43) 특수교육 및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제도의 역사의 첫 장은 선교사들이 장식하고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교육 사업 및 의료 사업과 별도로, 선교사 사회사업은 일종의 한센병과 결
핵 등의 특수 의료와 장애인 관 교육 사업의 영역이다. 즉, 장애인 및 특수질병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44) 조선총독부 역시 선교사들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나환자에 대한 구료 활동과 로제타 홀의
맹인여아 교육사업을 꼽았다. 서양 선교사들의 조선 활동에 대한 소개에는 두 사례가 빠지
지 않고 언급되었다.
45)
Bishop,
Isabella
Bird,
1970,
Korea and Her Neighbours, Yonsei
University(Reprinted edition). Clark, Charles Allen, 1932, Religions of Old Korea,
Revell: New York. Unknown, 1903, "The Korean Mudang and P'ansu" The Korea
Review, April. September, October Issue.
46) Hall, R.S., "Education of the Blind," The Korean Mission Field, Vol. 4, No.5 (May,
1908), p.78.
Hall, R.S.,"The Clocke Class for Blind Girld," The Korean Mission Field, Vol.2,
No.9(July, 1906), 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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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곡해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

47)

당시에 선교사들의 의료시술이 조선

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쓴다는 소문이 퍼져 있어 선
교사들의 의료 활동에 대한 조선인들의 두려움(민경배, 1996 ; 이만열, 2003)이
존재했다. 그래서 로제타 홀은 맹인에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독교 교인의 딸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회
를 찾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로제타 홀은 뉴욕출신의 감리교 선교사로, 캐나다인
인 남편 셔우드 홀을 따라 조선에 처음 왔다. 기독교의 선교활동이 활발했던 평
양 지역에서 1894년에 오봉래라는 맹아소녀에게 점자를 지도하며 뉴욕식 한글
점자를 개발했으며, 1898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뉴욕식 점자를 교수하기 시작
했다. 로제타 홀의 활동에 대해 한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조선에는 중국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맹인이 많다. 그들은 주로, 점복사나
무당으로 일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기에 물질적으로는 그들의 상태가
그렇게 슬프다고 할 수는 없다. 시각(視覺)이 없기에, 그들의 운명은 고달프기
는 하다. 맹인은 항상 기독교의 특별한 피보호자여서,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었다. 로제타 홀은 뉴욕 포인트 시스템에 의거해
한글 점자를 고안했고, 지난해 선교사 연례모임에서 자신의 작업에 대해 설명
했다. 상당히 흥미로운 모임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승인할 것을 결의했고, 조
선내의 맹인들에게 그 시스템을 권유하기로 했다. 홀은 평양에서 맹인들에게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 설교사의 어린 맹인 여식이 어떻게 그것
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받았는지에 대해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다. 한글에
적용된 포인트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의 맹인을 돕는데 있어서 무척
큰일이다.48)

점차로 맹인 소녀들이 점복업 등으로 팔려가지 않고, 로제타 홀에게 와서 점
자와 각종 직업 교육(수예, 뜨개질 등)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들은 태어나면서부
터 갖고 있던 귀신에 대한 믿음을 쉽사리 버리지 못했다.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고 선교사와 살아가면서도, 어릴 적부터 갖고 있는 부적 등을 몸에 지니고 버
47) 셔우드 홀, 『닥터 홀이 조선회상』, 김동열 옮김, 좋은 씨앗, 2003.
48) "Korea, Work for the Blind",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0.p.282.

- 68 -

리지 못하는 경우49)가 많았다. 맹인 소녀들이 선교사 운영의 학교에 들어와 생
활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근대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의 방식과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자신이 모시
던, 맹인의 세계를 지배하던 귀신을 축귀해야만, 비로소 근대적이고 기독교 복음
에 걸맞는 ‘광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12년의 기간동안 귀
신은 폴린(Pauline)50)에게 진짜로 존재했다. 예수를 가까이 하더라도, 때로는 익
숙한 낡은 감정들이 그녀를 괴롭혔다.”51) 폴린에게 자신이 익숙했던 귀신들린
세계를 벗어나 기독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일반 학교의 부설학급으로 운영하던 맹교육은 점차로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해
서, 1910년에는 평양 맹학교를 설립했고, 1914년에는 이 학교의 졸업생인 오복
녀, 조배녀 등이 동경 맹학교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다. 학교운영의 자금은 로제
타 홀이 미국에서 모집하는 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자선 모금을 위해 학교 학
생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을 사진52)촬영했다. 1914년에는 평양맹학교에서 제1회
동양맹교육회의(1914.8.11~8.15)를 개최해 조선, 중국, 만주, 일본 등의 맹아교
육관계자를 평양에 초청해 맹아교육 사업을 보다 전문화시키고자 연구보고를 나
누었다. 이 행사에는 일본에서는 맹학교교장 등이 참석했고, 조선총독부의 關屋
학무국장이 참석해 총독의 축사53)를 대신했다. 1918년에는 24명의 학생이 등록
이 되어있고, 두 명의 특수교사가 재직했다. 조선전역에 학교가 알려져 있어서,
학생들은 전국에서 찾아 왔다.54) 졸업생 중에는 이화학교에 진학해 영문학을 전
공하고, 다시 모교에서 교편을 잡은 이(김성실)55)도 있었다. 1938년에는 운영비
49) Guthapfel, Minerva, L. 1911. “Under the Cross of Gold", The Happiest Girl in
Korea, Feming H. Revell Company
50) 한국 맹인 소녀의 기독교 세례명으로 보인다.
51) Guthapfel, Minerva, L. 1911. “Under the Cross of Gold", The Happiest Girl in
Korea, Feming H. Revell Company
52) 사진은 학생들의 장애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촬영되었다. 평양맹학교에서는 啞人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수화를 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맹인의 경우에는 눈
감은 모습이 보이도록 사진이 찍혔다.
53) 『朝鮮敎育會雜誌』, 「동양맹아교육관계자대회」,대정3년, 9월호, 제31호, p.47,
54)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8.p.313.
55) 김성실은 잡지 『별건곤』에 「盲人이 본 세상 」이란 글을 기고해, 맹인이 경험한 문명세계에
대한 감상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헬렌 켈러가 방한했을 당시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김
천년, 1998, 『맹인실록』, 미간행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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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3는 미국에서 제공되며, 총독부가 500엔에서 600엔 정도를 제공56)하고 있
다고 했다. 총독부와 로제타 홀의 맹교육 사업은 상호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협
조를 하며 진행되었다.
1942년 일본이 서양인 선교사를 추방하여, 학교의 운영은 조선인에게 넘어갔
고, 해방이후에는 수용소화 되었다고 한다. 한해에 두명 꼴로 졸업하고, 50년 역
사에 9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57)시켰다. 로제타 홀 이외에도 평양에서는 모펫 선
교사의 부인이 맹인 소년을 위한 학교를 개설했으며, 서울에서도 페리 선교사가
맹교육을 시작58)했다.
선교사들은 미신과 악습에 물들어 있는 맹인을 구출해 근대적인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한편에서는 근대적 문자(점자)를 익히고, 근대적 기술(수
예, 재봉, 타이핑) 등에 능한 근대적 생활인을 길러내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근
대적 인간으로 역할하게 하고자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을 당장 구원의 손
길이 절실한 자선(charity)의 대상으로 환원해야 학교 운영을 위한 기금을 모집
할 수 있었다. 후자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맹인 여아들이 점쟁이에게 팔
려가는 사회적 악습과 귀신들린 비참한 삶의 모습을 부각했으며, 전자의 모습을
위해서는 수예와 타자치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 점자교육을 통한 근대적 교육
내용을 강조했다. 윤치호일기에도 로제타 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로제타 홀은
한국인들과 스스럼없이 잘 어울리는 훌륭한 인물로 묘사60)되어 있다.
2) 천황제 자혜와 제생원
일본에는 천황의 구제와 자혜행위에 대한 오랜 기록이 남아있다고 주장되곤
했다. 그것을 역사서로 남기는 전통이 있어서, 천황의 자혜와 관련된 여러 책61)

56)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38,
"The School For Blind Girld", Fifty Years of Light, Seoul.
57) 김천년, 1998, 『맹인실록』. 미간행원고
58) Hall, R.S., "Education of the Blind," The Korean Mission Field, Vol. 4, No.5 (May,
1908), p.78.
60) 尹致昊日記 9卷1926년 OCTOBER 22nd. Friday
61) 關屋貞三郞,『天皇と社會事業』, 1934, 辻善之助,『日本皇室の社會事業』, 日本赤十字社,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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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편찬되었다. 이는 유교적 정치 풍토와 가족국가적 모델에 대한 지향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된다.
“(일본의) 제도의 기원이 독자적 기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애의 정신
도, 역시 고유의 일본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실로, 일본국건국 이래, 국가를
통치하는 大道인 皇道에 연원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생명을 자애로이 그 성육
을 육성한 생명의 사랑. 즉,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慈心이어야 한다. 親의 자
식에 대한 慈心을 확대해 인류상에, 진전해 有情非情한 가운데 확대해가는
것이 박애이다.
일본의 황도는 천황이 국가를 통치할 道로, 敎를 垂(베풀어) 도덕을 行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같은 천황이 아들과 같은 億兆를 애무해, 그 천무의 이성을
개발해 문화에 浴겨 받은 것이다. 황도의 본질은 아버지의 도이다. 親의 慈心
이다. 일본의 각종 사회사업은 황실에 연원하고 있다. 각종의 사회사업이 황
실에 연원해, 그 발달은 하나로 황실의 후덕함을 보호장려하는 것이다.“62)

천황제적 자혜의 정치는 원래, 지역의 상호부조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집권적인
유교적 덕치주의의 산물로 유교적 덕치주의의 이미지가 지속되는 것이라는 시각
이 있다. 근대적 천황제 안에 유교적 덕치주의가 온존하고 있으며, 그것이 식민
지에도 연장되어 등장했다. 지방의 상호부조적 전통과 자조의 전통과 왕실의 구
제 등을 결합한 것으로 지역에서의 자조를 강화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국가란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과 관계의 언어로 형성한 것이다(池田敬正, 1985). 다시
말해, 지방에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자발적인 자원활동 들이 활성화되도록 하
며, 이를 천황63)이란 상징을 중심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본 천황가는 1911년에 <제생칙어>를 반포하며 제생회(濟生會를)
62) 高松宮, 「序」, 辻善之助, 1934,『日本皇室の社會事業』, 日本赤十字社.
63) 일본에서 사회사업과 황실이 관계를 맺는 것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는데, 하지만
사회사업 영역에서 천황을 활용하는 데는 두가지 상충되는 경향이 존재하기도 했다. 한편에
서는 국가유기체설의 영향을 받아서 천황을 통해 사회사업 영역을 국가의 일부로 만들어가
는 국가지향적 경향이 존재했고(공적구제론) 다른 한편에서는 부족한 국가의 재원을 보충하
기 위한 수단으로 천황의 은사금을 활용하며, 또한 천황의 모범적인 사회사업 지원활동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구제행위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지향(生江孝之)도 존재했다. 천황은
사회사업의 국가지향과 민간지향 경향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적 존재(吉田久一, 하
종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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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했다. 황실재산에 근거하고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민
간의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생회는 관의 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되었
다. 제생회의 성립은 천황의 자혜가 재편성되고, 사회구조가 새로운 단계로 이행
하는 방향에 대한 대응이었다. 개인의 생활을 개인의 책임과 지역의 상호부조에
내맡기지 않고, 국가의 힘을 배경으로 공공적인 지원해야만 하는 단계로 들어감
을 의미 (池田敬正, 1997) 한다. 이는 사회적 군주로의 지향인데, 1910년대의
사회주의,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 및 쌀파동으로 인해 강화, 천황의 재산
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면서 천황을 사회적 군주로 재편성하려는 시도가 있
었다. 천황통치의 정당성을 사회 속에서 공헌하는 국체론으로 재편성하고자 했으
며, 이런 상황에서 천황가의 사회사업 역할을 강화해갔다. 황족은 사회주의에 대
한 해독제로 박애를 사용하기 시작(Gluck, 1984)했다. 지역사회의 공공사업에
私財를 투입하며 지역사회에서 군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지역 명망가와 유사한
원칙이라고 鈴木正幸는 지적한다(鈴木正幸, 2000) 천황, 황실은 사유재산소유자
로서의 성격, 사적 성격을 유지한 채로 군림하는 상황에서, 황실재산에 대한 비
판이 제기되어 황실재산과 국민의 이익대립을 해소시켜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
어 천황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된다. 그래서 새로운 국체론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1918년 『황실사회신정』이런 책에서는, “사회정책은 우리 황실의 御家憲”이라
고 서술했다. 내무성에서는 황실의 존재이유를 사회적 유용성으로 구한다. 황실
이 자선사업, 사회사업에 공헌해, “사회실생활 상에 존재하고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천황통치의 정당성을 사회 속에서 공헌하는 국체론으로 전환시
킨 것이다. 기존에는 家(いえ）질서적 국체로 존재했지만. 황실=신민의 총본가는
천체 실체를 결여한 것인데 반해, 이런 식의 국체론은 사회정책에로의 은금투입
이란 실체를 조건으로 한 立論이다. 새로운 국체론은 국민사상의 진보와 국민의
힘의 증대에 대응한 것이다(鈴木正幸, 2000).
"현대 사회문제는 황실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황실의 번
영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의해, 가능해진다“ ”황실자금의 많은 부분이 담
당하고 있는 것은 산업의 발달을 위한 비용인데, 현재는 사회공공사업,
사회사업을 위해, 혹은 외빈접대 등 국제의례등의 비용으로 삼는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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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황실이 榮譽의 원천으로 공공사업의 원천으로 삼는 비용이다. 그
재산의 많음을 보아도, 그 속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64)
『日本社會事業年鑑』에 천황제적 자혜가 한 항목으로 기술된 것을 볼 때, 천
황제적 자혜와 사회사업의 관계는 밀접하다. 하지만 천황제적 자혜를 행한 구성
원들은 천황만이 아니라, 황후, 그리고 화족들이었다. 천황제적 자혜는, 천황이
행한 자혜(9%), 황후가 행한 자혜(38%) 및 다른 황족이 행한 자혜는 9%로 분
류된다. 천황은 사회사업 단체에 대한 하사를 통해 “사회사업시설의 사회적 승
인”이란 역할을 담당한데 반해 황후는 직접적으로 구제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자
혜를 행하는 역할을 했다(須藤康恵, 2005).
특히 여성 황후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메이지 유신이후, “서양
문명 각국의 예를 살펴보면 사회사업을 자혜의 마음으로 빈민에게 베푸는 영역
으로 만들어갔다. 그래서 황후폐하의 성덕이 자비롭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혜 의
원의 개원식에는 황후가 행차했다. 메이지 정부는 가장 뒤떨어져있던 구빈, 구
호, 복지 영역에 대해 여성들의 자선을 장려했다. 가부장제도적 국가의 방식 속
에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복지를 여성의 자선65)의 역할로 대응시켰다(와카쿠라
미도리, 2007). 여성황후를 이용해 하사금을 내렸다.
식민통치기간 朝鮮, 臺灣, 關東州, 華胎 등에 은사금66)을 통해 천황가의 자혜
64) 渡辺幾治郞, 1925,『皇室と社會問題』, 1925.
65) 서구의 사회복지영역의 형성과정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것의
형성과 여성의 역할, 여성이 공적 장에 진출하는 기회로서의 사회사업이란 점이 주목되고
있다.
66) 日本社會事業年鑑 자료를 중심으로 遠藤興一(2006, 2007)가 항목화한 것을 토대로 자료화
했다. 遠藤興一는 일본과 외지의 구별없이 전체적인 추세만을 분석했다. 본논문에서는 조선
및 식민지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정리했다. 1) 恒例賜金 : 기원절에 제공. 전국 우량 사회사
업단체에 대한 하사금. 辻善之助는 “기원절 하사금이 大正天皇시기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후 사회사업단체로 우량한 단체에 대해서는 연금을 하사해 그 사업을 助成했다. 이런 光
榮의 단체는 일본적십자사, 애국부인회, 제국군인후원회, 구세군, 福田會육아원, 동경양육원
등이었다. 大正 10년(1921년)의 기원절부터, 천황의 有難한 思召에 의해, 범위를 확대하고
전국의 사회사업 단체 중 성적이 우량한 것을 골라서 어하사금을 지급했다. 처음에는 내무
성 소관의 단체, 다음해에는 문부성소관의 맹아교육단체도 범위에 들어갔고, 그 후에는 세
범위가 확장되어 체신성, 사법성 소관의 단체, 내지는 물론, 조선, 대만, 화태, 관동주, 남양
제도에서의 우량단체까지도 포함이 되었다”. 기원절 하사금은 1945년까지 지속되었다.
恒例賜金 : 기원절에 제공. 전국 우량 사회사업단체에 대한 하사금. 辻善之助는 “기원절 하사
금이 大正天皇시기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후 사회사업단체로 우량한 단체에 대해서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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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산시켰다. 자혜 진휼, 구제, 사회사업 장려금 등으로 쓰였는데, 물론 교육과
박물관 건립 등에도 은사금이 쓰이기는 했지만, 주로 사회사업과 관련된 부분67)
(遠藤興一, 2006)이 강조되었다.
맹인에 대한 서구 선교사의 관심 및 제도화에 자극받아서인지, 조선 총독부는
식민통치 초기부터 맹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천황제적
자혜주의의 맥락 속에서 사업이 펼쳐졌다. 천황 은사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반해
제생원을 설립해 맹아인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고, 여기서 학과 교육 및 직업 교
육을 실시했다. 조선총독부는1911년 6월 조선총독부령에 의거해 濟生院을 설립
했다. 이는 조선인 이필화가 운영하던 경성고아원을 인수해 사업을 계승한 것으
로, 맹인교육, 啞人교육, 고아양육, 정신병자 구료사업 등을 담당68)했다. 조선총
독부의 제생원 설립에 대해,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위한 안마사가 필
금을 하사해 그 사업을 助成했다. 이런 光榮의 단체는 일본적십자사, 애국부인회, 제국군인
후원회, 구세군, 福田會육아원, 동경양육원 등이었다. 大正 10년(1921년)의 기원절부터, 천
황의 有難한 思召에 의해, 범위를 확대하고 전국의 사회사업 단체 중 성적이 우량한 것을
골라서 어하사금을 지급했다. 처음에는 내무성 소관의 단체, 다음해에는 문부성소관의 맹아
교육단체도 범위에 들어갔고, 그 후에는 세범위가 확장되어 체신성, 사법성 소관의 단체, 내
지는 물론, 조선, 대만, 화태, 관동주, 남양제도에서의 우량단체까지도 포함이 되었다”. 기원
절 하사금은 1945년까지 지속되었다.
繼續 되는 것 : 동경 애육원, 복전회 육아원, 일본적십자사병원시약비, 애국부인회, 구세군 사
회사업부 등에 제공. 고아원, 나구료 등 당시 새로이 부각되던 사회사업 관련 단체에 대한
구제금이다. 이런 하사금이 제공이 될 때는 황태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여성의 사회적 역할 획득이라는 근대적 의미 뿐 아니라, 일종의 어머니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헌신적인 여성상을 강조해가는 것이라도 볼 수 있다. 특히 황태후는 조
선과 대만, 남양의 나구료시설 등에 대한 자혜, 소년교화단체, 고아원 등에 대한 자혜 등을
행했다.
特別賜金 : 황실의 중대한 경조가 있는 경우, 자혜진휼, 사회사업조성에 의해 거액의 어하사금
을 제공한다(황태후 대상, 천황즉위례, 어성혼). 명치천황 대상, 소헌황후 대상, 대정천황즉
위대례, 대정천황 성혼 25주년, 대정천황붕어, 황태자성혼 특별장학금, 소화천황즉위. 특별
한 목적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음. 장학금의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시적인 것: 시약구료를 위한 것, 米價폭등. 관동대지진, 시약구료를 위해, 제국수난구제회, 양
로, 육아사업진흥, 아동보호 장려, 지진, 화재 등 사회사업단체 복구 보조비, 상해실업자 구
조의 자금, 세말에 생활 궁빈자 구조, 북해도 동북도 흉작 등, 지방사회사업단체 유지자금어
보조, 풍수해, 화재, 진재, 흉작 등. 재해와 관련된 특별 하사금이 많다.
67) 辻善之助는 『日本皇室の社會事業』이란 저서에서 황실의 사회사업은 特旨, 恒例, 臨時로
분류된다고 했다. 特旨는 황실의 중대한 경조사, 어대례 등의 경우, 혹은 특별히 思召되는
경우라고 했다. 항례사금은 매년 기원절에 사회사업단체에 배수하는 장려금, 임시는 천재지
변에 대한 것. 遠藤興一와는 달리 계속되는 賜金을 포함하지 않았다. 본연구에서는 遠藤興
一의 분류법을 이용해 분석을 했다.
68) 『朝鮮總督府濟生院要覽』,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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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보다는 서구선교사의 사회사업을 강하게 의
식하고, 일본의 근대적/문명적 면모와 천황의 자혜69)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맹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1919년 朝鮮銀行에서 식민통치기간의 진보를
선전하기 위해 출간한 영문책에는 교육부문에서 제생원의 교육이 식민통치의 대
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선전되었다. 맹아의 교육에 대한 기원은 평양의 홀 선교
사로부터

비롯되었지만,

합방과

더불어

天皇恩賜金으로

“자선기관(charity

asylum)"이 설립되었다70)며 제생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맹아인 대상의 직업교
육 관련 사진을 수록했다. “보통교육쇄신을 위해서는 맹아자 특종교육에도 이르
는 것이 지당한 것. 조선에서는 御聖恩과 御惠로 세상에도 드문 맹아자의 행복
이 있다.”71) 내지에서는 학비의 지급이 어려워 공부하기 어려웠는데, 조선에서는
官費生일 경우에는 학비가 필요없고, 졸업후에 약간의 금전을 받아 귀가해 “總
督府仁政의 惠澤을 感泣할바”72)라며 식민지 조선에서의 천황의 은혜가 강조되
었다.
제생원의 설립기금은 천황은사금에서 지급이 되었다. 1910년 병합 당시 은사
금은 총 30,000,000엔이 지급되었는데, 이중 제생원 관련 기금으로 500,000엔73)
이 책정되었다. 천황임시은사금은 주로 귀족, 공로자 등 舊지배층을 회유하기 위
한 용도로 사용(大友昌子, 2007)되었다. 이중 제생원에 대한 항목이 책정되었다
는 것은 병합 초기부터 총독부가 맹인 관련 사업을 중시했다는 점을 알려준다.
69) 일본내에서도 사회사업과 천황의 자혜는 결합되어 있는 영역이었지만, 식민지 조선과는 다
소 차이가 있다. 천황의 자혜성을 드러내, 권력의 효과를 노리고 한편 일종의 역할 모델로
삼아 민간에서 자선/자혜사업을 활발히 일으키게 하려는 측면이 한편에서는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와 민간영역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사회사업 영역을 국가화하기 위한 방편
으로 천황의 자혜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었다. 천황의 자혜는 복지/ 사회사업 영역의 국가화
를 위한 일종의 우회로로 활용되기도 했다. 천황의 자혜구제사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사
업의 국가화를 위한 알리바이와, 민간영역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부담의 경감 모두를 위해
양쪽에서 이용되었다. 須藤康恵(2005), 「社会事業史(前史)における天皇制的慈恵に関する研
究『日本社会事業年鑑(大正8年～15年版、昭和8年～18年版)』を中心に」, 『研究紀要』, No.18
(2005/3) pp. 53～69, 池田 敬正(1985) 日本の救済制度と天皇制 (1986年度日本史研究会大
会特集号支配の思想と民衆) (全体会シンポジウム近代天皇制と「国民統合」近代天皇制の社会
史的解明〔含 討論, 日本史研究 /日本史研究会編., 通号 295, pp. p16～32.
70) Bank of Chosen, 1919, Pictorial Chosen and Manchuria, Seoul.
71) 靑島榮藏, 「盲人敎育に關する卑見」, 『朝鮮敎育硏究會雜誌』, 제42호. 「盲啞部의 祝聖恩」,
『每日申報』, 1914.3.31.
72) 朴斗星, 1917, 「半島盲啞의 敎育 」,『半島時論』, 5월호. p.40.
73) 朝鮮總督府編, 1935,『朝鮮總督府三十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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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맹학교령/농학교령」에 의해 각부현에 맹아학교가 학교계통에 속하게
하며, 교육체제 속에서 맹아인 관련 정책이 자리를 잡아간 일본(谷合侑 ,
1998:201)과 달리, 식민지 조선의 제생원74)은 고아원을 겸한 구제 및 자혜기관
의 성격을 강조했다. 일본 역시 초기에 맹인 등의 장애인 관련 교육을 시작할
때는 선교사 등의 慈善主義에 기대며, “盲啞院은 자혜의 용도로 세워진 건물”로
내무성 지방국의 관할을 받아 보호․구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지만, 청일전쟁․러일
전쟁이후 점차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문부성의 관할을 받는 학교로 변
화해갔다. 1913년에는 문부성 내에 「맹농교육 및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가 설치(中村滿紀男․荒川智, 2005: 115)되었다.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 濟生院은
초기부터 계속 내무부 지방국의 관할을 받는 구제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조선총독부에게 제생원은 천황의 자혜를 드러내는 중요한 근대적 시설이기에,
박람회 등에서 제생원 관련 시설에 대한 선전을 펼쳤다. 1915년에 경복궁에서
열린 施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의 慈惠救濟 분야의 전시75)에서 제생원은 중
요한 시설로 소개되었다. 제생원 학생들이 점자를 이용해 공부하는 모습, 직업교
육을 받는 사진과 모형 등이 전시되었다. 제생원이 자리잡은 곳은 옛 선희궁터
인 신교동으로, 이 역시 선전의 목적이 강했던 것같다. 맹인들은 궁터에 맹인교
육기관이 자리 잡은 것을 특별한 은혜76)로 인식했다. 조선총독부와 가까운 곳에
제생원이 자리잡은 것은 맹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천황의 자혜가 드러나는 시
설의 선전 목적이 컸으며, 제생원에 대한 시찰77)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74) 제생원의 “濟生”이 어디에서 기원이 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조선시대의 구빈
기관이었던 제생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조선총독부가 조선왕조의 기관 명칭을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다. 또 한가지 추정으로는 일본 천황의 자선재단이었던 제생재단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일본에서 제생재단의 설립기원? 제생재단은 현재에도 일본내에는 제생
병원 등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 큰 자선단체이며, 현재에도 천황가가 운영에 직접관여하고
있다. 일본 제생회는 明治44년5월30일、明治天皇이 済生勅語를 반포한 이래, 보건, 의료,
복지사업에 종사해왔다.
http://www.saiseikai.or.jp/saiseikai_wdm/html/history/89989051857.html
75) 朝鮮總督府, 1915, 『施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三券,
76) 김천년, 1998, 『맹인실록』, 미간행원고.
77) “맹, 아부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관을 왔었다. 일반 학교에서 배우던 보통학교 국어
책에도 "맹학교 참관"이라는 교제물이 있었다. 4학년 2학기용 즉 국어 10번에 실려 있었는
데 내용의 요지는 "-흰 종이 위에 질서 있게 나열된 점들을 앞 못보는 아동들의 손가락을
더듬어 재빠르게 옮겨가는 것이란 신기하고도 - 문득 창문 밖을 내다보니 경치 좋은 학
교 교정에는 눈꽃이 조용히 내리고 있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 참관을 오는 사람들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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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회사업강습회 등이 개최되면, 제생원은 단골 시찰 장소로 이용되었다.
맹인의 교육은 사회의 발전과 근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였다. “맹
인에 대해서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한편으로는 동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棄物
취급하는 것이 실정이다.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맹인, 아자에 대한 교육시설과
사회사업적인 신시설이 보급되어, 知德상으로는 혹은 직업상으로는 보통인과 마
찬가지로 공동생활에 참가하며, 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78)
3) 시혜주의의 형성: 慈善과 慈惠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일본에서는 맹학교 교육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
에서 자선주의에서 탈피해 교육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맹인이 자선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간, 즉 자립적 생
활이 가능한 주체로 탈바꿈(Safford & Safford, 1996:122)해갔다. 맹인 개개인
에 대해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근대적 교육과 맹인집단이라는 사 회범주적으로도
자선의 대상이 아니라 근대적 교육의 주체로 바뀌어 간 것이 근대적 변화의 가
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맹인 개개인에 대해서는
자활이 가능한 주체로 교육하기 위해 문자교육, 직업교육 등을 실시했지만 맹인
이라는 사회범주는 선교사의 자선 그리고 총독부의 자혜․구제의 대상으로 설정되
었다. 선교사와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사회적 약자를 둘러싸고 사회사업
영역에서 일종의 경합을 했다.
초기에는 일본인과 총독부 관계자들이 선교사 활동에 대해 강하게 의식하며
왜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 서울프
레스의 사장을 지낸 山縣五十雄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선 선교
사들은 조선에서 영주하며, 조선인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일본인
들의 태도와 비교된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경우, 대를 이어 선교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자기희생적인 태도로 名利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위하여 자기 헌신적이다. 대표적인 선교사로는 부인병원을 설립하고 맹인교육을

문 학교에서부터 시골의 보통학교에까지 이르렀다. 김천년, 1998, 『맹인실록』, 미간행원고.
78) 和久正志, 「盲兒敎育の槪要」『朝鮮の敎育硏究』, Vol.- No.73, [1934])

- 77 -

처음 실시한 로제타 홀이 있는데 이런 활동은 미국의 유명 잡지에도 수록되어
전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이런 선교사의 헌신적 활동에 대해 조선에 와있는
내지인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79)하기도 했다. 로제타 홀의 사업에 대해 해
외에서의 인지도와 선교사 사업의 헌신성이란 측면을 주목했다. 선교사의 사회사
업은 헌신성, 희생정신, 자원활동주의(voluntarism)을 기반으로 맑시즘 류의 급진
적 혁명이 아닌 점진적 개조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한 이도 있다. 선교사들의
헌신적 태도는 일본인들에게도 귀감이 된다고 吉川二郞80)는 주장했다.
하지만 식민지 지배가 공고화되어가고, 총독부에 의한 사업이 강화되어 가며
선교사계 사회사업은 점차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제생원 주도의 맹인 직업교
육이 전문성을 확보해나가고, 공식 자격증의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법적 수
단을 독점하고, 교과서 등 교재에서도 우위를 띠게 되자 선교사의 사회사업은
점차 열세를 띠게 되었다. 이는 미국 공황으로 인해 미국 지원기금이 감소하는
등 대외적인 문제와도 결합되었다. 그래서 재정난으로 평양 맹학교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상황도 발생했다. 조선인 맹인이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지
원금을 모집해 학원을 부활시키기도81) 했다. 1930년대 중반이후에는 총독부의
국고보조금을 받기도 했다. 식민지 초기에는 교사들이 일본어를 습득하지 않고
일본어 교과서 없이 수업을 진행해갔지만 점차 교과서, 기타교재 등이 제생원/총
독부 측에 의해 발행되어 선교사 계열의 학교 교사 역시 일본어를 습득해야 하
는 상황이 발생82)했다.
“그들이 일본말의 교육을 충분히 못받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학
교 자체가 기독교 학교이며 美人이 세운 학교라서 은근한 배일 감정이 있었
다는 점등이었다. 그래서 한 때는 일본 교육을 안 받은 것을 은근한 긍지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세력이 이 땅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자 사정은 달
라졌다. 교과서가 모두 일본말로 일색화되어 가니 일본어를 모르고는 교사로
서의 체면이 서지 않게 되었다. 제생원에서 갖다 쓰는 해부, 생리 따위는 말
할 것도 없고 보는 아이들과 같이 배우는 교과서가 다 일본말이었다. 그래서
79)
80)
81)
82)

山縣五十雄, 1921, 「朝鮮に於ける外國宣敎師の博愛事業」,『朝鮮』, 77호
吉川二郞, 1931, 「基督敎と社會事業(一)」 『朝鮮社會事業』Vol.- No.4,
『동아일보』 「平壤盲啞學校 四月부터 復活」,1935,3,28
김천년, 『맹인실록』, 미간행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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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가르친다는 것은 명목 뿐인오 학생들을 앞에 놓고 그저 책을 읽고
나갈 뿐이었다. 그러니까 교과서로는 지적인 것을 선생님에게 거의 기대할 수
없었고 다만 교육적인 정신면의 지주로서 바라볼 뿐이었다. 한번은 국어 예습
시간에 ”쯔바비로노 무기와라 보오시(태가 넓은 밀짚모자)“라는 구절이 나왔
는데 선생님이 이것을 몰라서 쩔쩔매는 판에 마침 그 반에 중도에 실명한 학
생이 있어서 그녀가 봤을 때의 경험으로 선생님에게 말씀을 올려서야 겨우 그
럴싸하게 넘어갔다.”83)

조선총독부가 우위를 가지게 된 것은 교재의 문제뿐 아니라, 직업교육과 그
면허 발급 때문이기도 했다. 제생원 졸업생의 경우에 졸업과 동시에 침, 뜸, 안
마의 세가지 면허를 갖게되지만, 사립 맹학교의 맹인은 졸업한 후 면허시험, 자
격시험에 응시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당시 남자들만이 공부하던 제생원
맹아부에서는 3년의 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무시험으로 침, 구, 안마 세장의 면허
증을 들려 보냈으나 우리 여자(평양맹학교졸업생)들은 그렇지 못해서 6년을 마
치고도 소정의 시험을 치러야만 겨우 안마 면허 한 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데 그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별을 따기였다. 당시 평양 도
립병원에는 오난식, 윤학배 두 맹인이 마사지사로 있었는데 특히 오씨의 권한은
대단해서 그가 늘 안마 시험관으로 있으면서 정말로 무정하다 할 정도로 우리들
이 시험만 보면 예외 없이 낙방을 시키곤 하는데는 두고두고 원망스러웠다.”84)
실질적인 사업의 쇠퇴와 더불어, 193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선교사 사업에 대
한 비판적 시각도 등장한다. 장형식이란 사람은 잡지 기고문에서 “초기의 선교사
사회사업은 조선사회의 봉건적 관습을 깨트리고 일종의 부르주아 데모크라시의
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여기에는 미국 자본주의의 퓨리타니즘적 희생정신과 풍부
한 물질의 힘을 배경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점차, 기독교의 사업은
이전의 열정과 희생의 정신, 신선한 기품을 상실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자본가적
기업화해서, 영리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더욱이 구미로부터 받던 보조금이 줄어
83) 김천년 『맹인실록』, 미간행원고
84) 김천년 『맹인실록』, 미간행원고. 법적으로는 허가제의 형식을 취했지만, 직업의 기술을 습
득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학교 혹은 강습소를 졸업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는데, 총독
부 운영의 학교 졸업생이 아닌 경우 당국에서 인정하는 안마사로부터 기술 인증을 받아야
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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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사업자체의 위기가 생기고 있는데, 이는 세계공황 때문이다”.85) 선교사 개
인들이 갖고 있던 독선적 성격이 조선인들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런 일
련의 에피소드들이 축적되어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런 시각은 일본인에게도 점차 확산되어갔다. 일본 사회사업사학계의 태두인
吉田久一는 1942년 『朝鮮社會事業』에서 선교사 사회사업에 대한 평가를 이렇
게 내리고 있다.
“선교사의 뒤에는 상인, 상인의 뒤에는 군대가.”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며, 선
교사의 사회사업이 순수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상업적 의도를 가졌
다. 일본인이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대륙에서 행해졌던 선교사 사회사업을 파
악하고 해외진출에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교사 사회사업이 ① 선교국
가의 관습/역사 등에 대한 연구와 의료, 특수교육, 습속 개량 등에 대해 해당
국에 문화적으로 기여했다 ② 기성종교였던 불교/ 유교 등이 이 영역에서 활
발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새로운 과학성을 습득했으며 신지식으로 기여
했다 ③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해결점을 제공했는데,
프로테스탄트는 자기의 도덕을 표준으로 그리고 至上으로 삼아, 조선에 있어
서 악폐라고 생각되었던 풍습을 개량하고 노동 관념을 고취시키는 데에 노력
했다. 이런 적극적인 사업의 결과 교회의 사회사업은 치외법권적 존재로 권위
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들이 이런 사업을 펼칠 수 있던 것은, 본국의 인도주의에 어필해 해외전
도에 대한 기부금을 습득하며, 순교 등에 대한 추억을 기념하여 자금을 풍부
하게 했기 때문이다. 구교의 사회사업은 다소 박애적 성격을 갖고 있던 반면,
프로테스탄트의 사회사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합리성, 시민적 사회 등을 강조
하는 근대적인 사회사업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 시민적 사회사업이란 도시에
중심되는 것이었다.
교육의 경우에도, 반도의 실정에 맞게 하기보다는 본국에서 교육하는 방식
에 의거해서, 소위 미국화한 청년이 반도에서 배출되었는데, 결국 선교사의
사회사업이 쇠망하게 된 원인이었다. 두 번째로는 조선사회의 진보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한 것인데, 조선사회는 일진일보의 자세로 발전한 반면, 선교사의
시설은 과학성을 결여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과학은 이미 낡은 것으로,
85) 장형식, 1936, 『중앙』 4권 6호, 조선중앙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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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스탄트의 교의, 소유 문화시설 등은 구태의연한 것이 되었다.
더욱이 官公의 사회사업의 발전으로 인해, 이들의 사업은 쇠락하게 되었는
데, 관공의 시설은 대규모이고 단순한 교단경영의 사회사업과 비교해 보편성
을 가지고 있다. 선교사들의 사회사업에 대응하여, 불교 사회사업의 자각이
발생했으며, 이는 국가적 사명을 띠고 여러 사업을 실시해갔다. 더욱이 선교
사 측에서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까지도 발생하는데, 프로테스탄트의 사회사업
은 현상유지를 하고, 재정상은 안정은 해외전도자로 특수한 사명을 망각해,
해외여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안일하게 하고, 혁신적인 진보성을
상실했다.“86)

선교사 사회사업에 대한 일본식민주의자, 조선인의 시각은 식민지기를 걸쳐 변
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국제정세적인 관계의 변화에도 기인하겠지만, 식민
지 조선 내의 사회사업 영역의 변화에서도 비롯되었다고 볼 수있다. 요시다 큐
이치가 지적한 것처럼, 사회사업의 제도화 官公化가 발생하면서, 개별 선교사들
에 의한 사회사업은 총독부 시행의 사회사업과 규모와 재정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사회사업의 전문지식이란 측면에서도 선교사들은 초기 비교적 우
위를 가졌던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제생원 사업 역시 맹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조선총
독부의 문명적 통치의 선전이라는 한계에 머물러있었다. 일본 본국과는 달리 체
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천황자혜를 드러내는 선전용 시설로 자혜․구
제의 범주에 속해있었다. 맹인들은 개개인으로는 근대적 사회사업으로 인해 자립
적 생활능력을 갖춘 주체로 재탄생되도록 교육받지만, 맹인이란 사회범주는 자선
과 자혜의 대상으로 범주화되어갔다. 이는 전통적 사회적 관계가 잔존한 것이
아니라, 근대적 사회사업 제도의 설립을 통해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관료화, 전문화 등의 과정을 통해 근대성을 담지하고,
근대적인 교육 방식을 도입한 것처럼 보였지만, 맹인에 대한 사회사업 영역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언어는 자선/자혜의 언어였다. 이는 해방이후에도 맹인의 사
회적 지위를 자선적 시선/자혜적 시선의 대상으로 묶어두는 효과를 낳았다.

86) 吉田久一(1942)「基督敎社會事業への斷想」『朝鮮社會事業』Vol.2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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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적 능력’과 ‘비정상인’ 능력 규정
1) ‘근대적 능력’의 교육과 직업
(1) 점자교육과 의사표현능력
‘文盲’이란 단어가 보여주듯,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불구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었으며 맹인은 근대의 타자로 인식되었다. 문맹자를 ‘글의 소경’,
‘눈뜬 소경’으로 풀어 쓰는(한만수, 2005) 등 맹인의 은유87)가 적극적으로 활용
되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펼쳐졌던 문맹퇴치 운동은 기독교에서 적극적으로
펼쳤다. 야학과 성경학교 등을 통해 문맹퇴치 운동이 이루어졌고, 운동의 결과로
성경이 보급되고 선교활동이 활발해졌다.
“우리 가튼 맹인이 세상을 엇더케 봅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까지 마음으로
청각으로 촉각으로 근사하게 아러마칠 수는 잇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맹인들은
광명(光明)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언제던지 캄캄하고 답답한 세상에서 사라가는
것입니다.”88) 개화기와 식민지기에 등장하는 맹인관련 기사에는 맹인은 암흑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으며, 선교사와 조선총독부의 자선과 자혜는 광명의 빛을 조
선인 맹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담론을 형성했다. 이는 문명개화가 흔히 암흑
을 밝히는 빛의 역할로 은유되던 당시의 언어와 관련이 있으며, 맹인은 암흑과
빛의 은유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그래서 맹인들이 전통적으로는
판수업, 독경업에 종사하며 비교적 독자적인 생활을 유지해왔지만 이는 기독교의
관점에서나 문명개화의 기치를 내건 총독부의 입장에서나 척결해야할 암흑이자,
구습, 악습으로 보였다.
87) 개화기에 근대문명과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두 눈이 밝으면서도 학문이
없어서 못보는 사람과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소경’, ‘귀머
거리’, ‘앉은뱅이’이라 칭하며 비판하는 경향이 시작되었다. 개화기의 신소설 중 「쇼경과 안
즘방이 문답」은 대한매일신보에 무기명으로 연재가 되었는데 복술을 하는 소경과 망건을 짜
는 안즘방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현실에 대한 풍자가 실랄하게 제기되었다. 신체적인 불구자
를 내세워 정신적인 불구자를 깨우치고자 하는 의도로 쓰인 신소설이었다. (최종순, 1992:
김영택, 1996)
88) 김성실, 1932,「別有天地·不具者의 人世觀, 盲人이 본 세상」, 『별건곤』 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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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맹인들에게 점자를 교수하는 것은 일종의 근대적 문명의 상징적 사건
처럼 보여졌다. 「不具者에게도 새로운 光明, 神奇 大神奇! 盲者의 눈뜨는 方
法」이라는 잡지 기고문은 점자 교육이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보였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세상에 누가 불상하니 누가 불상하니 하야도 압 못보는 사람처럼 불상
한 사람은 업슬 것이다. 다가튼 사람으로도 눈 한가지가 업는 까닭에 남과 가
티 光明한 天地를 보지 못하고 다만 暗黑한 속에서 音響과 觸覺으로 이세상
의 사물을 감각하고 인식하야 生을 보존할 따름이엿다. 沈淸이 가튼 효녀를
저마다 두엇스면 엇덜지 모르지만은 그럿치 안은 이상에는 아모리 천재가 비
범한 인물이라도 공부하랴 할 수가 업고 따라서 벌어먹을 길도 업다. 그러함
으로 이때까지 그들의 배우고하는 직업이라는 것은 다만 迷信的의 問卜이나
經을 읽는 것뿐이엿다. 그것도 넉넉한 사람은 자기집에 잇서서 그런 일을 하
지만은 그럿치도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세발막대를 맛아들보다 더 중히 녁
이고 압장을 삼어 路上으로 도라다니며 고함을 치고 問卜하기를 애원하다가
엇던 때에는 不良少年들에게도 『장님XX이 몃쪽이요...』하는 嘲笑까지 바더
가며 가련한 일생을 보냇다. 그러나 文明의 恩澤은 그이들에게도 밋처서 아모
리 눈이 업는 그들이라도 보통사람과 다름업시 눈을 뜨고 살게 되엿다. )
그것은 다른 것이 안이라 곳 點字法이다.(紙面에 뚤인 구녕을 손으로 집허
글자 알어내는 법) 이 點字法은 약 100년전에 佛蘭西사람의 푸레유-氏가 綴
字法과 그 기계를 발명하고 그후 30년쯤 뒤에 미국인 뉴요-크氏가 거의 가튼
기계를 발명하얏스나 뉴요-크氏 式은 미국 한 부분에서만 사용하고 푸레유氏
式은 세계각국에서 가티 사용되여잇다.
현재 조선에서도 이 綴字法을 朝鮮文과 日本文으로 고처서 온갓 학문을 가
르키고 잇다. 이외에 數字-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가튼 綴法 -와 영어, 불어,
독어도 넉넉히 배흘 수가 잇는 것이다. 盲人에게도 이러한 光明이 잇는 것을
모르고 비관과 한숨으로 지내는 이가 얼마나 만흔가. 그러나 이제로부터 이러
한 것을 몰랏든 사람은 빨이 이 光明을 차저볼 것이다. 벌서 그들은 不具를
탄식하고만 잇슬 때가 안이다. 그들도 완전한 지식을 엇고 완전한 사람이 되
게 되엿다. 이제 點子二三字를 참고삼아 드러보련다!“89)

- 83 -

맹인에 대한 교육에서 강
조되는 것은 점자를 익히게
하는 것으로 이는 눈을 뜨
는 행위로 비견되었다. 앞에
서 말한 것처럼 맹인은 단
순히 신체적으로 눈이 보이
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글
자를 모르는 것, 즉 문화적
인 능력까지도 포함하게 되
었다. 그래서 점자를 익히는
그림 1 제생원 학생들의 점자 읽는 모습

것은 光明을 볼 수 있는 것

施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 報告書 III

으로 인식되며 “완전한 사
람이 될 수있는” 기회였다.

더욱이 맹인이 점자로 숫자와 여러 문자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로
보였다. 그래서인지 1915년 경성에서 열린 조선물산공진회의 제생원에 대한 전
시코너에서는 점자를 읽는 학생들의 모습이 모형으로 만들어져 전시되었다(그림
1). 조선물산공진회는 식민지 통치 5년간의 ‘발전/진보’를 선전하는 장으로 조선
총독부의 ‘문명적 통치’의 여러 양상을 시각화하여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는 장치
였다. 이런 전시에서 점자를 읽는 학생들의 모습이 실물크기의 모형으로 만들어
져 전시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로 점자가 문명적인 장치로 조선총독부
에 의해서도 인식되었음을 알려준다.
점자는 근대에 새로이 소개되는 문물이어서 당시의 신문에서는 점자에 대한
기사가 종종 등장하는데, “우리 눈밝은 사람들은 눈으로 글을 읽지만, 장님은 점
자를 이와 같이 손끝으로 어루만져서 읽습니다. 손끝이 감각이 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90)라며 점자의 역할을 소개하는 기사도 있었다. 영국의 점자 도서관이
개관되었다는 소식도 보도되며 서구의 선진적 문물로 점자는 인식되었다91). 한
89) 朴勝進, 「不具者에게도 새로운 光明, 神奇 大神奇! 盲者의 눈뜨는 方法」, 『별건곤』, 제20
호, 1929.4.1.
90) 동아일보 193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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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일본에서나 조선에서 투표
할 때 맹인들이 점자로 투표하
는 경우가 있었는데, 점자투표
가 실시된다는 사실들이 신문
에 소개92)되고는 했다.
한글 점자는 박두성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그는 교육의 중
요성을 믿고 있었다. 그는 당시
교육을 강조하는 애국계몽운동
의 영향을 받은 듯, 글을 읽는
것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강
조했다. 교육은 당시 실력양성

그림 2 점자를 읽는 맹인의 손

론에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영

동아일보 1935. 3. 1

역이었다.

세상은 진보하여 그치지 아니하매 예 사람이 오늘 형편을 짐작하지 못한
것과 같이 오늘에 또한 내일의 문명을 예측하기 어려우니만치 사람의 자혜는
발달되어 간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남 배우는 것을 배우고 남아는 것
을 알고 남과 같이 살아야 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 보다 더 배
우고 더 알고 더 일하고 더 벌어서 더 영광스럽게 살아야 할 것이다. 文明富
强을 자랑하는 나라들은 조금이라도 敎育에 차별이 없으니 그들 중에도 상당
한 인재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요 (중략)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어두울 수밖에 없고 어두운 사람은 남이 변변한 사람으로 알아주지를 아니한
다. 예사람의 말에도 바람벽과 마주선 것 같다 하였다. 동내간에도 그러하거
든 세계의 각 족속이 지식으로 다투는 이 시대에 까막눈이가 설음을 아니 받
을 것이랴..93)
91) 「런던에 새로 생긴 盲人用 大圖書館(런던) 」 , 동아일보, 1936.6.11
92) 京城日報, 激戰の跡を物語る盲人の點字投票 / 岡崎氏の落選は大番狂はせ春川の棄權三十
七名 ,1935-05-2 京城日報, 大邱の投票率空前の好責 / 點字が一枚ロ-マ字も二枚惡戱投
票更になし , 193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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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성은 맹인의 학습능력이 탁월함을 인정하며 점자를 배워 글을 읽을 수 있
다고 주장했다.
“장님이야 벙어리에 비할 것 안입니다. 눈만 못볼 뿐이지 생각하고 학습하
는 힘이 탁월한 것이 만씁니다. 실제사회에 활동은 못하드려도 학자로 연구하
는 사람은 넉넉히 될수 있습니다. 눈을 통하여 외계의 간섭을 밧지 안는 관계
로 오히려 생각하는 관계도 만겠지요. 그러나 그역 앞못보는 병신의 한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공부는 점자로 가르치는데 가르치기도 몇 시간이면 배울
수도 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사람식 손가락을 집허 가른킨다는 것도 눈
못보는 사람을 상대하고 하는 일이니만큼 생각보다는 늦으지요. 한번 글자를
알기만하면 다음부터는 가르키는 대로 손가락으로 점자를 읽는데 눈을 못보는
대신에 글읽는 시간이 만어 진보가 速합니다. 삼년간 가르쳐주는데 速하면 보
통 삼학년까지 공과를 하는 것도 잇습니다.”94)

“조선의 맹인은 어떠한가? 고래로 가르치고 배우는 방편이 없었고 9천여명
되는 그들의 삶은 암흑하여 일반이 폐인으로 인정하니 이것이 어찌 참을 일이
며 즐길 일이랴? 사람은 글을 배워야 한다. 일억 만사가 문리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상식 없이는 알 수 없는데 어찌 남의 구전으로만 들으며 일일이
일러 줄 사람이 있을까보냐? 자기가 친히 경험하고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
지 못하는 일이 많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어두운 사람
은 남이 변변한 사람으로는 알아주지를 아니한다. 이제 우리는 같은 사람끼리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 통신 교수로 남과 같이 점자를 배워서 쓰고 읽고
하여 상식 수련하는 길을 열고자 하여 맹사를 조직한 것이다. 점자는 어려운
것이 아니요. 배워 알기는 5분 동안이면 족하고 읽기는 반날에 지나지 아니하
며 4~5일만 연습하면 능숙하게 쓰고 유창하게 읽을 수 있소. 그리하여 배워
야 할 것을 배울수록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요. 소경이라
고 폐인으로 자초하지 말고 어서 바삐 맹인의 글인 점자를 배워야 원하는 데
로 글을 읽게 되는 것이요.”95)

93) 박두성, 『맹사일지』, 미간행원고. 강현진 재인용.
94) 「각 방면의 성공고심담(3), 맹아교육가 박두성씨(2)」,
95) 박두성, 『맹사일지』, 강현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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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일보. 1929.10.16

박두성은 문맹타파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던 시대상황 속에서 한글 점자
를 개발했다. 점자개발을 위해서는 맹인들이 폐인이 아니라 식자로 능력을 발휘
하기를 바라며, ‘구전으로만’ 지식을 습득해서는 어두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고 말했다. 조선에서는 문맹타파 운동이 기독교에 의해 활발히 펼쳐졌던 것을
고려하면, 기독교인인 박두성이 이에 영향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당시 문맹타파 운동의 영향 속에서 맹인이 글을 읽는 다는 문명화와 개화의
상징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는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의 변화의 측면에서도 해
석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사회에서 맹인들은 구술 문화(Ong, 2006)에 속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맹인들이 점복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맹인들의 의사표현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들은 수많은 경전을 암송하여 영업을 했다. 일종의 전
통적인 문해능력(literacy)이 문자적 문해능력(literacy)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었
다.
(2) 근대적 직업으로서의 안마
제생원 盲生科의 경우, 학년은 3년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과목은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음악, 鍼按, 및 체조 등이었는데, 침안 과목의 시간이 50퍼
센트 가량되었다. 1학년의 수업시간 총계가 33시간인데, 침안 관련 과목(普通按
摩術, 鍼術法, 解剖大義)이 16시간96)이었다. 하지만 이는 조선의 맹인직업 전통
과는 무관한 일본식 전통이 조선에 근대적인 직업으로 이식된 것이다. 일본에서
는 무사의 활동이 많아 안마가 일상생활 속에 일찍이 자리 잡았으며, 안마업이
맹인의 대표적인 직업으로 인식된 것은 18세기 말(加藤康昭, 1974)부터였다. 명
치 유신이후 안마업을 맹인들의 전업으로 하자는 운동이 펼쳐지며, 침구안마지정
학교가 전국적으로 15개 학교(명치45년)가 세워졌다. “독립자영의 민”, “경제적
자립” “사회적/ 이상적 자립”이 라는 기치아래 맹인들이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大隈三好, 1998)이 펼쳐졌다. 이렇듯 일본내에서는 안마업
에 대한 수요가 사회적․문화적으로 존재했고, 맹인들이 안마업에 종사하는 전통
96)『朝鮮總督府濟生院要覽』, 1921. 『朝鮮總督府濟生院二十五年史』,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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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했지만, 조선에서는 안마라는 문화 자체가 낯설었다. 총독부는 「按摩術,

그림 3 안마실습 교육

鍼術, 灸術營業取締規則」을 1914년 10월 제정하고, 안마업 등에 대한 허가
제를 실시97)했다. 조선에 안마원을 처음 개설한 사람은 니시가와라는 사람이었
고, 조선인 중에도 이후 안마업을 개설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고객은 주로 재조
일본인98)이었다. 점복업에 종사하는 맹인과 안마업에 종사하는 맹인들 사이에는
민족의식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생원의 교육과 안마업이 보다 근대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접복업자들은 “일본인들의 발바닥을 만지는＂천한 직업
이라는 인식을 갖기도 했다. 해방이후에는 일본인이 모두 귀국한 후 안마 손님
이 없어 안마원이 문을 많이 닫게 되기99)도 했다.
총독부 제생원의 맹인 교육은 표면적으로는 근대적 교육을 지향했지만, 慈惠
救濟의 분야로 범주화되었으며 특히 천황의 慈惠를 선전하는데 이용되었다. 한
97) 朝鮮總督府官報, 第六百七十三號, 1914.10.29.
98) 김천년, 1998, 『맹인실록』, 미간행원고.
99)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2004, 『한국맹인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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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제생원에서 실시한 주요 직업 교육인 안마의 경우, 일본의 전통적 맹인 직업
을 근대적인 직업으로 소개한 것으로, 맹인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또한 맹인 안마 교사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해부교육

식민지기의 맹인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맹인관련 통계100)를 통해
얼개를 살펴볼 수 있다. 1921년에는 조선인 맹인은 총인구 17,264,119명중 몇
퍼센트인 8,699명이었는데 남성은 5,799명 여성은 2,900명으로 조사되었다. 도
별로는 경기도와 평안남도에 거주하는 맹인이 가장 많았는데, 각각 1,113명과
1,171명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직업 분포를 보면 여전히 점복/독경/무녀가 대다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점차로 침 및 안마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7년의 조사에서는 조선인 맹인은 11,085명으로 남성이 7,102명 여성이
3,983명으로 조사되었다. 당시의 총인구는 18,968,066명으로 맹인은 총인구의
5.91퍼센트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21년의 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
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맹인의 수가 1,22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101)되
100) 『朝鮮盲啞者統計要覽』,1921, 1927.기초해 구성
101)직업별 인구조사에는 일본인과 조선인 인구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 21년에는 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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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었다. 1921년과 27년의 통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실질적 인구변동을 반영하기
보다는 27년의 조사가 보다 충실히 이루어져 보다 많은 맹인이 조사대상에 포함
된 것으로 보인다. 27년까지의 맹학교 졸업생 수는 126명으로 파악된다.102) 제
생원의 졸업생 수가 증가하며 침 및 안마업에 종사하는 맹인의 수가 증가했으
며, 일본에서 온 맹인들이 안마업에 종사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맹인이 경기

도 뿐 아니라,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등 여러 지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거
주하고 있었다. 1921년과 1927년의 통계를 보면, 침 및 안마업에 종사하는 맹인
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생원 졸업생수가 증가하면서 침/안마업
에 종사하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 5> 맹인 직업분포103)

연도
1921
1927

점복/독경/무녀 침 및 안마
1737
1539

97
383

기타(농업, 상업,
교사, 일용노동)
1653
931

에는 121명의 일본인 맹인이 포함된 수치이다.
102) 朝鮮總督府濟生院盲啞部,, 『創立二十五年史』, 1938.
103) 『朝鮮盲啞者統計要覽』,1921, 192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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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합계

5305
8353

8792
11206

2) ‘맹인’의 능력 결여와 법적 권리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고 있었지만 또한 근대적 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맹인
의 법적 권리 또한 새로이 규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근대적 소유권과 계약제도
의 전파는 맹인들을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이 부족한 ‘준금치산자’로 자리매김했
다.
(1) 제정법의 능력제한과 관습법의 괴리
식민 통치기간 동안 여러 근대적인 법들이 시행되는데, 권리에 대한 규정도
등장한다.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규정도 이 시기부터 명문화된 조항으로
등장한다. 맹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총칙에서 비롯된다. 식민지 시
절 민법에 대한 규정은 1912년에 제정된 조선민사령에 의거했다. 조선민사령에
는 민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조선민사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은 일본 민법 규정을 따랐다. 일본 민법의 총칙에는 人에 대한 규정
과 能力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
논의한다. 식민지 조선의 조선민사령에는 행위능력과 관련된 규정은 제정시에는
일본 민법의 총칙을 따르지 않았다. 제 11조 1항과 2항에서 “①제1조의 법률 중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조선
인에 관한 전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104)라고 규정했다. 이후
1921년의 개정된 조선민사령 11조105)에는 “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
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다만, 친권·후견·보좌인 및 무능력
자를 위하여 설립하는 친족회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04) 조선민사령 [시행 1912. 4. 1] [조선총독부제령 제7호, 1912. 3.18, 제정]
105) 중추원의회에서는 능력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5개사항을 확정했다. 첫째 성년제도. 둘째
금치산제도. 狂人과 같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재판소에 청구하여 금치산자로 선고하고
(재판소는 그것을 관보에 공고), 금치산자가 행한 법률상의 행위는 후견인이 대리. 셋째 농
아, 맹인, 낭비자 등에 대한 준금치산자. 재판소에 청구하여 준금치산자로 선고하고(관보에
공고) 준금치산자가 借財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중요한 법률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넷째 처의 능력. 당시 ‘능력’에 대한 법규는 근대적 사법 운
용의 기초이고, 또 일본 제국의 헌법통치 하에 있는 개인들의 법률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민법과 동일한 규정을 설치하기로 했다(이승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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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11.14.]“라는 규정만이 남는다. 즉 위에 언급되었던 능력에 대한 관습법 조
항은 사라진 셈이다. 이런 결과로 총칙의 능력에 대한 부분은 일본 민법의 내용
을 따르게 되었고 이는, 1960년 대한민국에서 민법이 세워질 때까지 지속된다.
일본 민법은 1896년(明治２９年)에 제정된 것으로 프랑스 민법과 독일 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총칙에는 人, 私權의 향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私權
의 향유는 출생에서 시작된다고 명시했다. 2절의 능력 부분에서는 성년/미성년,
장애, 낭비자, 妻 등은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로 언급이 되고, 이
들은 금치산자 혹은 준금치산자106)로 권리 행위에 있어서 제한을 갖게 되었다.

民法

(明治２９年４月２７日法律第８９号 )107)

총칙
사권의 향유는 출생에서 시작한다.
2절 능력.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는자 에게 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四親 등 內의 친족, 호
주, 후견인, 보좌인 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금치산으로 선고를 한다.
금치산자는 후견에 부친다.
금치산자의 행위는 취소한다.
제11조. 心身薄弱/ 聾者, 啞者, 盲者 및 낭비자로 준금치산자를 두어 보좌인
을 둔다.
제 12조 준금치산자는 행위를 위하여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1. 원본을 영수 혹은 이용
2. 借財 혹은 보증
3. 부동산 혹은 중요한 동산에 관한 권리의 得喪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소송행위
5. 상속을 승인하는 것
6. 증여와 遺贈의 거절 혹은 부담부 증여.

106) 일본 민법에서는 준금치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해방이후 제정된 민법에서는 한정치산
자를 용어를 사용하고 준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권리의 제한에 있어서 정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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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8. 제601조에 정한 기한을 초과하는 임대차,
9. 재판소의 경우는 이에 의거하여 준금치산자의 행위를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것으로 선언한다.

일본 민법에 의하면 心身喪失, 聾者, 啞者, 盲者 등 장애인들은 대표적인 금
치산자, 준금치산자로 권리 행사에 후견인등의 동의와 보호를 받는 이들로 설정
되었다. 여기서 권리를 제한 받게 되는 것은 能力이라는 규정 때문이다. 이는 권
리 주체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근대법에서는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라고 당연권리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종의 제한된 조건이 존재한다. 권
리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행위능력의 유무와 자기의 의사에 의거한 법률행위
를 할 수 있는지에 근거에 권리능력을 제한한다.
권리의 향유에 대해서, 즉 누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를 규정하고, 2절
을 능력이라고 하여 그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를 제시한다. 향유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행사란
스스로 권리의 작용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이는 독일
법학이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라고 부르는 것), 독일법과 달리 행위능력/ 의사능
력을 구별하지 않고 능력이라고 한 것은 프랑스법체계를 따르는 것이라고볼 수
있다.
구 독일 민법에서는 행위능력 박탈을 전제로 하는 후견과 별도로 장애자를 보
호하는 제도를 두었다. 장애자 감호. 후견보호를 받지 않는 성년자가 신체적 장
애, 농자, 맹자 또는 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거나, 정신적
육체적 장애 때문에 개별 사무 또는 일정한 범위의 사무 특히 그 재산사무를 처
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신상과 재산에 관한 감호인의 보호를 받는다.
일본 구민법에 의하면 심신모약자, 농아자, 맹자 및 낭비자는 준금치산자로서
그를 보좌에 붙일 수 있다. 준금치산자의 언도는 배우자, 3촌 이내의 친족 및 호
주의 청구에 의하여 구 재판소가 그것을 한다. 농자 아자는 모두 준금치산자.독
일 민법의 영향. 하지만 독일 민법과 같이 알콜중독이나 약물중독을 원인으로

107) 日本法令索引 國立國會圖書館 http://hourei.ndl.go.jp/SearchSy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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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하지 않았다. 맹자를 열거한 것은 이탈리아 민법(340조)를 따른 것이라 한
다. (李準珩,2011 ; 박인환, 2011)
능력은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행위능력은 자기의 의사
에 근거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이는 의사능력과 관련이 있다. 그
래서 권리능력은 의사능력을 전제로, 정신병자, 유아, 등에는 그런 권리를 향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준금치산자(incompetent
person)는 심신박약 상태에 있는 경우, 선고될 수 있는 규정108)이다. 행위능력제
도의 기저에는 정신적 능력이 성숙하지 않거나 완전한 정신능력이 없는 자는 법
률행위적 의사표시, 특히 계약체결에 의하여 스스로에게 불이익을 감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보호목적이 있다. 보호목적이 강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이진기,
2009).
일제는 이런 민법총칙을 조선에 적용하기 이전에 구관조사를 통해 민법 총칙
에 대한 관습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 조사109)했다. 남아있는 구관조사 자
료 중 3건의 자료와 이와 관련된 관습을 알려주고 있다. 1908년의 중추원 조사
자료에서는 민법 총칙에 대한 조사110)를 실시했는데, 이중, 4편인 농자, 아자,
맹자, 부랑자111) 등의 행위효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귀머거리, 벙어리, 맹인, 낭비자의 행위는 보통 유효하다. 그러나 만일 귀머
거리, 벙어리, 맹인의 행위에 특별히 간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승낙
을 얻지 않고 행한 행위는 간호인이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간호인
이 될 수 있는 자는 정신병자에 대한 질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그리고 간호
인이 무효를 주장할 기간 및 그 방법에 대한 일정한 관습은 없다. 간호인을
108) 三潴信三述, 大正十年,『民法總則提要 第一冊』, 東京 : 有斐閣書房
109) 관습조사사업은 통감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조선민사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법인
된 관습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관습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했다(이
승일, 2008)
110) 제1편 민법 제1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는가/ 제2 성년의 규정이 있는가/ 제3 정신병자 행
위의 효력 여하/ 제4 귀머거리, 벙어리, 맹인, 부랑자 등의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제5 아내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가 / 제6 住所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제7 居所에 관한 규
정이 있는가 / 제8 실종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제9 법인을 인정하는가 /제10 物의 구별
이 있는가
111) 여기서 부랑자는 낭비자를 일컫는 말이다. 1910년대까지는 부랑자는 사치, 낭비를 일컫는
사람들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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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하는 방법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112).

두 번째 조사자료113)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제4. 귀머거리, 벙어리, 맹인, 浪費者의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귀머거리, 벙어리, 맹인, 浪費者 모두 계약, 기타 법률행위를 하는 데에 있
어서 특별한 관습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인
과 다른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後見을 두는 관습은 없
고, 또한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도 없다고 한다.聾者, 啞者, 盲者 모두 다르지
않다. 浪費者는 浮浪者라고 부른다.
귀머거리, 벙어리와 장님도 역시 『刑法大全』에 폐질자로 열거되어 있다.
그렇지만 농자와 맹자의 행위는 일반인의 행위와 효력을 달리하지 않고, 오직
아자에 대해서만 드물게 보호자를 붙이는 예가 있다. 이 경우에 벙어리가 단
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보호자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실제에서도 이러
한 불구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혹은 제3자를 입회시키
는 예가 이따금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러한 자의 참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
은 아니다.114)

구관조사가 지역별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특정한
농자, 아자, 맹자에 대한 특정한 관습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
다. 이들의 행위능력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었으며, 보호인을 두는 경우도 있었
지만 특정하게 後見을 두는 관습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
선민사령이 개정되기 전인 1921년까지는 관습에 의거해 맹인들은 권리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 민법의 적용을 받은 이후로 이들은 행
위능력이 부족한 이들로 인식되며 권리 행사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는 일종의
112) 대한제국 > 중추원조사자료 > 隆熙二年 조사보고서(安城) > 제1편 민법 > 제1장 총칙 >
제4 귀머거리, 벙어리, 맹인, 부랑자 등의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국사편찬위원회 중
추원조사자료)
113)시대별 > 대한제국 > 중추원조사자료 > 隆熙三年 韓國慣習調査報告書 - 平北 篇 > [第一
篇 民法] > [제1장 總則] > 제4. 귀머거리, 벙어리, 맹인, 浪費者의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114) 『관습조사보고서』 1992, 정긍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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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질 권리”가 제한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준금치산자 조항은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의 결여로 인해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명
분의 보호주의적 입법조치였지만, 이는 장애인을 근대 한국의 법제에서 장애인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혜주의적 구조 속에 위치시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민법전이 개정될 때까지 盲人들은 권리행사에서 제한을 받았다. 특히 해방이
후 시각장애인이 맹학교 교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 이는 많은 어려움115)을 주
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민법의 개정이후에도 의료법과 각종 국가자격증 관
련 법안에 농자, 아자, 맹자 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장애인들의 권리 행사를 어렵
게 했다. 이것의 기원은 조선의료령에서 볼 수 있는데, “미성년자·금치산자·준금
치산자·정신병자·농자·아자 및 맹자에게는 의사면허 또는 치과의사면허를 부여하
지 아니한다”116)고 규정되어 있다.
권리에서 제한을 받았지만 또한 의무에서도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총독부의 소득세 관련 시행규칙을 보면 “조선소득세령 제17조제1항에서 불구폐
질자라 함은 심신(심신)장애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해나 질병 또는
불치의 질환으로 항상 구완이 필요한 자”117)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되었다.
이렇듯 장애인들은 권리의 완전한 주체도 아니었지만, 책임에 대한 의무도 면제
되었다. 완전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던 장애인들은 또한 의무를 행할 필요도 없
었다.
기존의 관습법적 규정에서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 못했던 시각장애인들은 새로
운 근대적 법의 통치하에 진입하면서, 제한된 권리 행사자로 위지 지워진다. 권
리가 규정된다는 것이 일종의 제한과 해방의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사례이다.
행위능력의 규정 등은 조선의 전통적 법체계가 식민지적 근대법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일본의 근대, 즉 근대법이 의식되고 창출되고 구체적 사회관
115) “구민법(왜정 시의 것으로 1960년 말까지 적용해 왔다.) 11조에 금치산자에 관한 조문이
있어 맹인과 농아자가 다 같이 해당을 받았다. (이종덕선생이 맹인으로서 교장이 되려고 할
적에 이 조문 때문에 크게 난관에 처했었다.) 1960년에 제정된 신민법에서는 한정치산자
란 조목으로 2장 10종에 들어 있는데 맹농아가 다같이 빠졌고 형법 2장 10조에서는 농아
는 50%의 형을 감하게 되어 있으나 맹인은 정안자와 똑같이 취급되어 있다. 한정치산자란
심신박약자(心神)와 낭비자로 되어 있다”(김천년, 미간행 원고)
116) 조선의료령[시행 1944. 8.29] [조선총독부제령 제31호, 1944. 8.21, 제정]
117) 조선소득세령시행규칙[시행 1935. 6.14] [조선총독부령 제82호, 1935. 6.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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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규율하게 된 기점은 명치유신부터로 보고 있다. 1890년대의 짧은 기간 내
에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등이 제정되어 법치국으로서의 체제를 구비했는데 실
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이들 법형식에 의하여 일본의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가 규율되었고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 온존된 반봉건적 사회관계를 그 법형
식에 집어넣음으로써 그 봉건적 내용이 재편성되게 되었다. 이 일본에 의한 서
구법의 선구적 계수와 근대화는 아시아 전체에 변혁을 가져오고 법률의 학습교
육에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박병호, 2002,)” 하지만 일본 사회를 거친
서구의 법형식이 한국에 적용되면 한국사회의 사회적 관계는 심대한 변화를 경
험하게 되었다.
(2) 이식(移植)된 안마업권
안마업은 일본의 전통적인 업종이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종의 근대적인 직
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 10월 부령 10
호로 안마술·침술·구술 영업 취체규칙118)을 발포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제1조
1항. 안마술 침술 또는 구술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에 기재한 서류에 이력서 및 기술을 습득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도
지사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얻어야 한다. 2항. 전항의 출원자로서 안마술·침술·구
술을 영업하는데 적격자라고 인정될 시에는 안마술·침술·구술 면허증을 교부한
다.”라고 기술되어있다. 안마업 자체를 맹인의 독점업으로 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고, 별다른 자격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 산파간호부 면허도 같이 발
부되었으며, 안마, 침구술 영업은 같은 한 사람이 겸업하여도 무방하나 면허증을
각별히 교부했다. 그리고 의사나 의생은 그 자격으로서 당연히 안마사, 침술, 구
술의 업무를 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이것을 전
업으로 醫務를 행하지 않을 때는 따로 안마, 침, 구술의 면허가 요구되었다(김두
종, 1966)
일본에서 이런 제도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일

118) 按摩術,鍼術,灸術營業取締規則左ノ通定ム: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令第10號. 1914.10.29.
朝鮮總督府官報 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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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서 盲人들은 점복업, 악사, 안마사 등에 종사했다. 전통사회 이래 시각장
애인들은 강한 집단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직업집단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일
본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악사로 활동했다고 한다. 비파, 샤미센 등을 연주하는 악
사가 되었다. 또한 근세 이래 시각장애인들의 생업이 된 것은 침안술이다. 침안
은 17세기 당도좌(堂道坐)의 수장이었던 쓰기야마가 시각장애인 활용할 수 있는
관침법을 고안하였다. 이후 침요법 강습소를 열고 교과서를 만들어 맹인들에게
침안술을 가르쳤다.
당도좌는 맹인 집단의 전국적인 지배조직으로 맹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당도좌를 메이지 정부가 폐지하면서, 맹인의 직
업 보호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졌고 그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직업으로 주장된
것인 三療業(침 구 안마)이었다.
盲人들은 각지에서 침안마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런 결과 맹학교들도 개교했다. 대정데모크라시로 대표되는 사회운동의
시기에 盲人역시 직간접적으로 국회에 자신들의 권리를 청원했다. 대표적으로
안마를 맹인들에게만 독점시키는 「안마사업법안(按摩專業法案)」을 요구했다.
당시 침구안마를 삼료(三療)라 칭하고 이를 맹인의 전문적 직업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운동이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11년 8월 내무성령 10호 및 11
호로 명치44년(1911)년 8월 내무성령 10호 및 11호로 「안마술 영업취체규칙,
침술 구술 영업취체규칙」을 제정하였다.

안마술에 대해서는 甲乙종이 있어서,

갑종은 비시각장애인 을종은 맹인에게 주어 맹인을 보호하기 위함(鈴令正行,
2010)이었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일본의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업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각장애인 집단의 강한 결속과 관습법적
권리주장이 일반 법제도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식민지 조선과 비교해보면, 조선에서는 안마업에 대한 규칙에 첫
째 맹인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자격을 받는 방식이 구체적이
지 않고 자의적이었다. 셋째 법안 제정이 내부적 문화와 사회적 관계와 상관없
이 이식된 점 등을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식민지 조선이 사회적
조건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일본 식민주의자에 의해 이식된 안마업은 이후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침안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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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완전한 독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직
업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전통시대 이래 지속해온 시
각장애인의 집단의 강한 정체성과 관습이 근대사회에 번역되며, 제도화되었기 때
문이다.

3. ‘맹인’의 관습적 권리
1) 전통적인 맹인의 직업권리 의식
맹인은 고, 맹격, 판수, 등으로 불리우며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고 활동했
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맹인에 대한 기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관현맹
인, 즉 궁중 악사로 활동한 것과 판수로 활동한 내용(임안수, 1986 ; 정창권.
2005 ; 김만태, 2008)이 있다. 조선의 민간신앙을 조사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
順)은 “남성 복술자 중 약 8할이 맹인이었고, 이는 조선 특유의 현상이라고 했
다. 복술자가 맹인이 왜 많은지는 유래가 분명하지 않지만, 맹인에게는 다른 적
당한 직업이 없었고, 맹인은 눈뜬 사람처럼 보통의 것을 볼 수 없는 대신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신비 幽玄한 것을 볼 수 있는 심안을 가지고 있다는 민간신
앙으로 인해 예부터 지금까지 귀신퇴치의 기도119)에 종사해 왔다”고 했다. 조선
에서는 맹인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점복에 종사했으며, 이는 생계를 위해서일뿐
아니라, 일반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기 때문120)이기도 했다. 사람들이 맹인
판수를 찾아가 묻는 내용은 잃어버린 물건의 행방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처
벌을 받지 않을 방법, 착한 일을 했을 때 상을 받을지의 여부, 일의 성패여부,
사망시점 등 일상의 잡다한 사건과 해결방식121)122)에 대한 것이었다. 한 선교사
119) 村山智順,『朝鮮の占卜と預言』
120) 村山智順, 『朝鮮の巫覡』, p.138
121) Hulbert, 1903, "The Korean Mudang and P'ansu" The Korea Review, April.
September, October Issue.
122) “포천군 내천면 멍동리 경잠마을이라는 곳에 큰대에 길할길을 쓰시는 엄대길씨라고 계셨
는데 이분이 얼마나 점을 잘 보시던지.. 소를 잃어버렸는데 어찌하면 좋겠냐고 누가 점을
보러갔는데 그 분이 자네는 저 호암고개에 가면 거기에 칠순되신 노인네가 단장(지팡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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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기록된 <판수와 말몰이꾼 소년>이란 동화에서 보면, 판수는 神異한 능
력을 가진 이라기보다는 생활의 지혜를 체득해 일상의 난제를 해결해주는 賢
者123)로 그려지기도 했다.
흔히 전통시대에는 장애인들의 삶이 현재보다 더 열악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의 부재로 실상은 파악할 수 없지만 단편적인 사
료를 통해 추론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맹인의
경우 가장으로 활동하며 부인과 자식을 부양하는 사례에 대한 논의도 종종 등장
하는 것으로 보아 생활인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같다. 조선시대에는 도성에
승려와 무속인 들의 출입이 금지되어서, 맹인 독경업자만인 도성안에서 영업을
할수 있었다(손태도, 2006). 그래서인지, 개화기 조선을 여행한 영국인 이자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은 판수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맹인을 아들로
둔 부모들은 운이 좋은 편(fortunate)인데, 자식들이 점복업으로 돈도 잘 벌고
부모 봉양도 잘하기 때문이다"124) 라고 언급할 정도로 맹인 판수들은 어느 정도
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식민지기 선교사
짚고 오실텐데 그 지팡이를 뺏어 꺾으면 그 속에서 소가 나올거야 하신거야. 원래 점을 잘
보시고 명복이시니까 그러겠다하고 부지런히 뛰어가 호암고개에 가 않아 있으니까 마침 노
인이 올라오는거야. 작정하고 덤벼서 지팡이를 뺏어 꺾었는데.. 어찌 지팡이에서 소가 나옵
니까. (하하)말이 안되죠. 소도 안 나오고 할아버지가 혼내는 거야. 이놈 못된 놈아 내가 너
와 무슨 험범이 있길래 단장을 뺏어 꺾으면 나는 어떻게 가느냐하고 훈육을 한거지. 이 젊
은이가 생각해도 잘못을 했거든요. 젊은이는 내가 참 어리석지 지팡이 속에 소가 있을 리
있나 하도 그만 소 찾고자하는 마음에 정신이 빠졌구나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모셔다 드려
야겠구나하고 주머니칼을 들고 덤불숲으로 들어가 지팡이 감을 찾았지. 그런데 어느 놈이
거기다가 소를 숨겨놓은거야. 젊은이가 꺾어 다듬어 지팡이 만들어 드리고 하니까 할아버지
가 어떻게 된거냐 하시길래 엄선생님께 가서 점을 봐서 이렇게 되었다 하니까 참 명복이시
구나 하시면서 나도 그 맘 안다고 소 잘 가지고 가라하셨지. 또 어느 한사람이 거기 가서
소를 잃어버렸다고 점을 봤는데 그 분이 허 안되었구나 하시면서 양문리에 가면 아무 산기
슭에 가느다란 전나무에 까치집이 있는데 그 속에 있다고 하신거야. 가보니 까치집은 있는
데 그 속에 소가 있을 리가 있나.. 까치집을 올라가 보니 말이 안되지 있을수가 있나.. 두리
번 두리번 주위 아래를 보니까 누가 자기 집 뒤꼍에다가소를 감췄던거야. 내려가서 제소 끌
고 왔죠. 그런 일도 있고..” OH_09_021_지중현_06_01.hwp
. 지중현 선생은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셨고, 1980년대에 사망하신 유명한 맹인 점복업자이
다. 이분께서 맹인 점복업에 대한 녹음을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점에 대한 이야
기가 많이 나온다.
123) Carpenter, Frances, 1951, “THE PANSU AND THE STABLEBOY”. Tales of
Korean Grandmother, Garden City : Doubleday.
124) Isabella Bird Bishop, 1905, Korea and her neighbours :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vicissitudes and position of the country, John Mu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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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선총독부의 사회사업으로 인해 맹인들의 생활세계와 집단으로서의 정체성
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전통적으로 맹인은 관현맹인, 판수, 독경업자, 구걸 등에
종사해왔으나, 이들의 직업은 근대를 겪으며 변화해갔다. 특히 판수업이 쇠퇴하
게 된 원인에 대해 임안수는 기독교의 전래, 학교의 설립, 신문 등 매체 발달,
의학의 발달, 교통의 발달을 꼽고 있다. 서구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전파되며, 과거에는 ‘不可思議’하게 여겨지던 일들을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고방식이 퍼지고, 도로와 철도의 발달로 과거에 길을 떠날 때 각종 악령들이
해치지 않을까 하던 두려움이 사라지게(임안수, 1986:60) 되었다. 사회의 구조적
인 변화로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 변화하며, 과거세계에서 일종의 해석자 역
할을 하던 판수의 설자리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판수의 점복업과 독경업 등
은 일종의 사기로 보는 시각도 퍼졌다. “眞所謂 배가 곱흐면 사람도 잡아먹는다
고 달리 배운 재조가 업고 사회에서 구제의 길이 업스닛가 죄악이야 엇지 되던
지 자긔의 生을 위하야 하는 데야 그네에게 족히 責할 여디나 잇스랴. 그네보다
도 무지몽매한 민중이 자각이 업시 성한 눈을 뜨고도 눈감은 사람에게 속는 것
이 큰 죄악이다.”125)
맹인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 인식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판수영업과 관련이 있
다. “장님 보면 재수없다”는 말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盲人을 보면 재수없다고
여겨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맹인계에서는 무당들에 의해 시작된 것
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에 맹인들은 점복업에 주로 종사했는데, 도성안에 거주
하며 영업을 할 수 있었다. 반면 무당들은 도성안 출입이 금지 되어있었고, 맹인
점복업자와 무당들은 경쟁관계에 있었다. 이런 경쟁 관계에서 맹인들이 무당들보
다 영업을 더 잘 하는 경우, 무당들이 맹인들을 경계하며 생긴 말126)이라고 하
125) 私偵察, 1928.、「 눈을 감고 속혀 먹는 盲人廳 : 二十世紀大伏魔殿, 男女迷信窟의 秘密
公開, 惑世誣民의 大魔窟(題目削除)」, 『별건곤』, 제15호, 8월호
126) 맹인들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장님을 보면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턱도 없는데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소리냐 하면, 만신들이 하는 소리에요. 만신들이 그 소리를 왜 하게 되었
냐 하면. 그 숙종대왕 이후로, 먼저도 말씀했지만, 만신들이 다 쫓겨 나가고 서울 근처에는
없는데. 정월달이 되면 음력 정월에 모두들 신수들을 보고 자기네들이 그렇게들 살펴보고
그러는데. 아 인제 예를 들면 종로에 사는 김승지 집에를 만신이 찾아옵니다. 오면 마침 그
집에서 못 보던 맹인이 거길 와서 그 집 집안 운수를 살펴 신수를 가려보고 어떠한 재란이
동할 것 같으면 액막이를 미리 다 맡아가지고 이러고 가니. 자기는 만신이 들어와 봐야 헛
거죠. 또 못 보는 맹인이 먼저 와서 맡아가지고 가니. 자기는 못하니까. 그만 그 골목쟁이에
서 딱 들어가면 나오면 만나게 되면 ‘아이고 또 재수가 없구나, 김승지 집이 저 장님이 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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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이 일반 사회에도 지속적으로 퍼져 사람들이 “아침에 장님을 보면 재
수없다(임안수, 1997)”이라고 생각127)하게 되었다.
2) 계몽의 대상인 ‘맹인’
조선시대 이래 맹청이란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던 점복 맹인들은 개화기
에 혼란기를 겪었다. 식민화된 이후, 다시 점복 맹인들의 조직을 재건해 활동하
게 된다. 1919년 이후 총독이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사회단체의 활동을 다소 허
락할 때, 점복 맹인들은 “거 일방, 이방이던 단체를 혁파하고 계급을 취소하여
역리 대성교라는 단체를 1925년 (을축)음 7월14일(양 9월1일)에 결성했다.(이찬
영)” 전통 사회내의 신분적 관계가 맹인 조직내에서도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를
혁파하고 근대적인 단체로 맹인역리대성교라는 단체를 1925년에 음 7월14일(양
9월1일)에 결성128)했다. 당시 맹인들에게 전해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결국은, 일
겨 나오니 나는 뭐 가봐야 허탕이니깐 소용없지.’ 그러니 재수 없다고 할 밖에 없죠. 그러고
그 댁에 들어가서 아닌게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김승지 댁 마나님더러 이야길 하면 “야유
뭐 밖에서 김승지가 이러저러 해서 아무데 사는 맹인을 불러다가. 한상 대접하고. 신수 괘
를 해서 점을 해보시고 지금 팔상기도 다 해서 맡아가지고 그 양반 갔으니 뭐 다른 뭣이야
내가 더 어떻게 할수가 있소?” 이렇게 나오니깐 만신이 ‘아휴 참 할수없다 장님을 봤으니
재수가 없지.’ 그렇게 내려오는 얘긴데. 그거를 알지들도 못하고. 그건 만신들이 그렇게 하
는 얘긴지도 모르고. 그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하니까 아무나 자기네
한테 욕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만신이거나 말거나 무조건 장님 봤으니 재수가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되었다 말씀이야. 그건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앞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를 한것이죠.. OH_09_021_지중현_06_01.
127) 무당과 맹인 점복업자간의 경쟁관계는 60년대, 70년대까지도 이어진다. 무당들은 경신회
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는데, 맹인 점복업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어서 여러 방식으로 견
제를 했다고 한다. OH_08_019_이찬영_08-01
128) 당시 역리대성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건물을 마련하던 과정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은 다
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을축년이니깐 1925년이죠. 그때에 종로의 건평동인데, 건평동 집이 18번지라고 하는지 28번지
라고 하는지 그런 집인데 대지가 21평이 됩니다. 건평은 16평이에요. 그리고 2층집이에요
그때. 2층집인데 그 집이 종로에서 안국동쪽으로 가다가 왼손쪽 첫 골목안 들어서면서 조금
들어가면 바른손쪽 넷째집이에요 그집이요. 그런 집을 사가지고 살적에. 모두 추렴들을 해
서, 각출을 해서 모두들 사는데. 그때에 낭당주께서 그때 돈 30원, 1500냥을 내놔주셨데요.
그 큰돈이죠 그때는. 부자양반이 그러기도 했다지만은 그 양반이 그때 돈 30원을 주셨고,
여러분들한테 죄 걷어서 모두 추렴을 해서 집을 사니 그때나 이때나 그게 뭐 참 피래미 방
울 뜯어먹기 식으로 추렴을 낸다는 게 되겠습니까? 요새 같은 때에도 한번에 어떤 사람이
몇백만원씩 내기전에야 그 뭐 그거 1, 2만원, 돈십만원 낸 데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땐
집이 쌀때니까 그렇겠지만, 조그만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의존을 해서 인제 청대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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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점복맹인의 독경모습

본놈들한테, 기미년에, 1919년인가 보다, 1919년에 결국은 일본 총독이 “맹인들
은 점복업을 해 먹고 살아도 좋다”는 인정서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인정서를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었으면, 그랬으면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에도, “야, 일본
놈들도 이러이러해서 맹인들을 이렇게 보장을 해 줬었는데, 같은 동포끼리 대한
고 나서 인제 이럭저럭 해가지고 조합이라는 거를 을축년 그러니깐 음력으로는 7워 14일
인데 양력으로는 9월 1일이더래요. 그래서 인제 그때부턴 조합을 성청을 해서 설치를 해 놓
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건 도무지가 인제는 돈도 걷으러 다닐수도 없고 그러니 인제 이거
를 우리끼리 자금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맹인들이 벌이하는 데로 얼마씩을 지정을 해서 꼭
그거를 내는데, 맹인들이야 거짓말 하는 법이 절대로 없으니까요. 많이 벌면은 많이 내고.
아주 한푼도 못벌면 한푼도 안내고. 벌어지는데로 맹인들은 그걸 한 달에 두번씩 음력으로
그뭄날 보름날 그렇게 정해서 아주 꼬박꼬박 잘 갖다 바치죠. 그래가지고 그건 지금 현재까
지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조금도 틀림이 없고 어김이 없이 우리네끼리는
그렇게 잘해나가요. 지금은 뭐 참 옛날같지 않고 시절이 그래서 그전 같이 뭐시는 안합니다
만은 조금은 재산이 되있어요. 그래봤자 지금은 그걸로 계돈주고 뭣하는 것도 다 옛날같이
는 뭐. 전에는 참 왜정 때에 계를 아주 많이 줬습니다. 그때는 영구차도 4원 뭐 이럴 적에
그땐 계를 50원을 줬단 말씀이야. 50원이면 꽤 큰돈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조합에 드는
사람이 돈 17원이 들었습니다, 그때적에는. 17월을 7원은 현금으로 내고, 10원은 한달에 1
원씩 열달을 부어서 내고 그렇게 조합을 들도록 했었어요. OH_09_021_지중현_06_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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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에서 이거 안 해준다는 거 말이 되느냐” 하고 싸우기가 좋죠.129)“라고 한다.
권리에 대한 보장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업권을 주장해온
셈이다.
선교사와 총독부 모두 점복 맹인을 타자화하고 탄압하기 시작한다. 선교사와
총독부의 판수관련 대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선교사들은 점복업을
하는 맹인들이 악령에 물든 것으로 그래서 거짓을 행한다며 이들을 구제해야 한
다는 논의를 펼쳤다. 대구 지역에는 어린 시절 천연두에 걸려서 시력을 잃고 맹
인 판수에게 가서 점복업을 배워 점쟁이가 된 맹인이 있었는데,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내용130)이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기독교 개종사례들을 모아놓은 책에 기
록되어 있다. 황씨는 점쟁이로 일하며,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법, 여
행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새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했다고 한다. 저자는 이런 일들이 일종의 사기
행위라 지적하며, 황씨가 기독교인이 된 후 이를 관두게 되었다고 말한다. 성경
을 읽고 싶은 마음에 혼자서 문자를 만들기도 하다가, 평양에서 선교사들이 맹
인에게 글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말을 듣고 대구에서 평양까지 찾아가 한
달 동안 점자 읽는 법을 배운 후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신약성서를 암송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황씨가 점자로 성경을 읽는 사진이 책에 수록
되어 있으며, 그림 6은 선교사들의 빛나는 업적131)으로 자주 인용되었다.
도덕적인 방식으로 판수의 활동을 억제한 선교사와 달리, 조선총독부의 경우
에는 경찰력을 동원해 판수를 取締할 권한이 있었다. 총독부의 정책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910년대에는 강력하게 미신타파 정책을 실행했다. 위생
관련 취체에서 비과학적인 치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판수의 점복업과 독경 등
129) OH_08_019_이찬영_08-01
130) Davis, George, 1910, "Whang The Blind Sorcerer, The Story of a Remarkable
Pilgrimage", Korea for Christ: The Story of the Great Crusade to win one million
souls from Heathenism to Christianity, Christain Workers' Depot: London.
131) 하지만 맹인 황씨의 기독교 개종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손진태에 의
하면 맹인 판수들은 원래 고려 이래 불교의 영향권 아래 맹승(盲僧)으로 자처하며 살았지만,
조선시대 이후에 불교가 쇠락하고 유교의 시대가 되자 “佛經은 通讀하면서라도 表面上은 儒
系로 處世하였던 모양이다. 그들은 그때부터 아마 상투를 쫏고 玄冠을 着用하였을 것이다.
洋風을 尊重하게 된 今日에는 벌써 그들 中에 斷髮에 洋靴 洋帽한 者를 許多히 볼 수 있
다.”그렇다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역시 일종의 양풍 습득을 위한 새로운 처세는 아니었을
지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손진태, 1981「盲覡考」, 손진태선생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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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지했다. 이런 정책은 대한제국기에
도 마찬가지로 실행되었는데, 경무청에서
는 1897년 5월 무당․판수의 미신행위를
본격적으로 금지하고 이런 행위가 발각될
때에는 중죄에 처한다는 법령을 반포132)
하기도 했다. 판수가 혹세무민하며 민간
에서 재물을 빼앗는 폐단에 등은 정부의
문명개화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논의가
전개133)되었다. 비단 식민권력만이 아니
라 소위 ‘문명개화’의 관점에서는 판수는
척결해야할 대상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1920년대 들어서 사이토 총독시기부터는
다소 완화된 정책134)을 취한듯, 1925년에
그림 6 맹인 황씨가 성경 읽는 모습

는 조선역리대성교라는 명칭으로 맹인들
이 조합을 결성135)했다. 하지만 1920년대

말부터 독경 맹인에 의한 유사의료 행위로 인해 치병을 위한 독경 과정에서 사
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등장하고, 점복업이 사회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맹
인 점복업과 독경에 대해 취체136)가 다시 시작되었다. 조선 사회에서도 기독교

132) 『독립신문』, 잡보, 1897년 5월 27일자. 오영변 재인용.
133) 『독립신문』, 잡보, 1897년 5월 21일자. 오영변 재인용.
134) 무당과 판수, 취체법 문제. 그대로 내버려두면 미신말 늘어, 사회각방면에 해독을 끼친다
고.장님을 불러 경을 읽고 무당박수를 불러 굿을 하는 것을 재래로 전해 내려오는 미신으로
재등(齎騰)충독의 문화정치가 이것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풍습이 일반 여항에 더욱 깊
이 뿌리를 박아 醫藥治療에 까지 영향이 미치는 모양이며 조선사회가 침체해 감에 따라 권
태를 느끼는 민중은 장래에도 더욱 만연될 염려가 있다 하여 각도 참여관은 그 취체의 해이
와 방만이 크게 불가하다는 의견을 屢次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음으로 총독부 경무국
에서도 이 문제를 신중히 고찰하여 적당한 취체 방침을 세우고자 하나 한편에서는 이런 것
을 법령으로 취체함이 불가하다는 자도 없지 않음으로 장래가 어찌될는지 흥미있는문제이더
라. 동아일보. 1929.10.3
135) 김천년, 『맹인실록』, 미간행원고.
136) 「무녀맹인대타격 미신사상복멸책, 허가없이 기도못하기로, 개성경찰의 결단」, 『조선중앙일
보』, 1932-12-20. , 「무당과 판수 取締法問題, 그대로 내버려두면 미신만늘어, 사회각방면
에 해독을 끼친다고, 實現與否는 疑問」, 『동아일보』 1929-10-03 「무당 판수 等 團束을
內命, 피해가 점차 늘어간다고 微溫的으로 制裁」, 『동아일보』 , 1932.11.4.

- 105 -

와, 사회주의 계열, 우파 민족주의, 일반 청년 등 광범위하게 미신타파에 대한
공감대(이필영, 2004: 355)가 형성되고 있었다. 맹아학교의 교사인 田中藤次郞
은 “맹인 중에 유복한 자는 무위도식하고, 빈곤한 자는 대부분 점복업에 종사한
다. 하지만 이런 직업이 점차 부적당해져가고 있다. .... 문화가 향상하고, 교육시
설이 정비된 오늘, 자제의 교육, 정상적인 직업의 개척 등으로 본인을 위해서도
국민으로도 고려되어야만 한다.”137)
맹인조합(맹인역리대성교)에 대해서, 맹인점복업자들은

“뭐 앉아서 굶어 죽으

나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진데 우리가 미신타파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순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총독부로 쳐들어가자”... 그래, 사실
은요, 불행한 것도 불행한 거지만 불행 중에도 이 농성은 일본놈한테 우리가 처
음 시작한 건 맹인이요. 그 맹인들이 달래 했나? 미신타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는 죽기살기로 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총독부를 쳐들어가기 시작하는데“
138)라고

기억하고 있다. 점복업계에서는 미신타파라는 명목으로 점복업에 대한

취체가 시작되자 이에 대해 저항을 한 기억139)을 전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억은 추후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업권을 지키기 위해 시위를 할
때도 전해진다.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맹인 점복업을 국가가 보호해줬다는
관념과 기억이 있고, 이는 이후 안마업에 대한 권리를 수호하는 근거로 언급되
기도 한다.
137) 田中藤次郞, 1942, 「盲人と卜禱」,『朝鮮社會事業』, 20권, 7호.
138) OH_08_019_이찬영_08-01
139) 그런데, 그때도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이 평양, 서울, 수원, 부산 이런데서 그 총독부 관할
사무실 쪽으로 데모를 하고 다니고 그랬거든? 그런데 재밌는게... 생계를 하나의 압력수단으
로 내세웠던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각장애쪽에서 일부... 김밥 있잖아, 김밥? 김밥 중
에서... 김밥이 원래가 싸려고 하면 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길게 단무지나 시금치나 말아가
지고 탁탁 썰어가지고 먹죠. 근데 만일 그걸 썰어가지고 안먹으면 단무지나 이런게 기둥처
럼 뽑혀나오잖아, 그죠? 시각장애인들이 총독부 같은데 데모하러 갈 때, 언제까지 해산이
될지도 모르고 아예 죽으러 간다 이런 기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기둥같은 김밥으로 가는
데... 이게 오래 지나면 쉬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고추장에다 밥을 비벼요. 밥을 비
비는데 이때 멸치 있잖아? 멸치를 기름이 아니라 고추장에다 같이 볶아 가지고 그걸 갖다
가 밥을 비벼요. 비벼가지고 그걸로 김밥을 싼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회에서는 모르겠는데
특히 영남지방에서는 그런 김밥을... 근데, 그렇게 총독부 같은데 말하자면 그것이 합리주의
체제 같으면 어렵지만 위에서 한 사람이, 경무총감이나 누가 봐주지, 그럼 그냥 끝이야, 그
걸로. 두 번째로... 안마사제도 문제예요. 안마사제도 문제가 처음에 법도 아니고... 명령으
로 나오잖아? 명령으로 나오면서도 법같이 존속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사회에서는 어렵
다고. OH_09_021_양만석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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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맹인 안마사의 조직화
제생원 출신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침구 안마사들은 1921년 3
월 조선총독부의 주선으로 ‘조선맹아자협회’를 만들고, 1921년에는 ‘영남심안공
제원’을 설립하였으며, 1926년에는 ‘경성침안조합’을 설립하여 이들 단체 및 기
관을 통한 안마업권의 확대와 시각장애인 지위 향상 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의 ‘조선맹아자협회’는 제생원 맹아부장을 겸임한 총독부 학무과장이
회장직을 맡아 계승해 갔고, ‘경성침안조합’은 제생원 맹아부의 일본인 침구 실
습교사가 회장직을 맡았으며 ‘영남심안공제원’ 또한 그 운영에 일본인 유지들이
깊숙이 관여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단체와 기관들의 설치 목적은 식민통치 과정
에서 일본인 침구 안마사들에 비하여 조선인 침구 안마사들이 영업지 선정의 우
선권, 일류 숙박업소의 출입권 및 은행 대출 과정 등에서 사사건건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으므로 조선인들의 배일감정을 감시 내지는 순화하기 위한 것이 근본
적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이후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맹인들은 배급 제도를 위시한 각종
생활면에서 일본인 침구사들에 비하여 차별이 심해지는 데 대하여 조직적인 대
항조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조선인 침구 안마사들은 1926년 이후부터 제
생원 출신 이종화를 ‘경성침안조합’의 부회장으로 추대하여 한국인 시각장애인
침구 안마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광복이 될 때까지 계속하였다. 이 단체
활동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의 의식이 일제말기 ‘반도맹인회’, 광복 후의 ‘대한맹
인회’를 결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140)
이런 맹인의 조직화는 대동아 전쟁기에는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안마보급운
동141) 을 펼치기도 했다. 전쟁미망인 들 전사자 가족들을 위해 맹인들을 조직적
으로 안마를 통한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 본토에서도 마찬가지
였는데, 최근 대동아 전쟁과 맹인 등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며, 전쟁이 사회적
약자까지도 동원해내는 총력전을 실시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140) 양만석, 『안마사제도사』. 미간행원고.
141) OH_09_021_이종관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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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장에서는 전통적 맹인의 생활세계가 안마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과정
에 대해 분석했다. 우선 전통사회에서 맹인은 비교적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점
복업에 종사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근대적인 선교사의 사회사업과 조선총
독부의 식민지 사회사업이 시작되면서, 맹인들은 암흑에 살고 있는 계몽되어야
하는 자선과 자혜의 대상으로 변화했다. 이자벨라 버드 비숍은 맹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이 “운이 좋다(fortunate)”고까지 말할 정도로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던 맹인들은 자선과 자혜의 대상, 계몽의 대상으로 변화했다.
이런 과정에서 맹인들은 법적행위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비정상인”으로 제
도화되게 되는데, 구관조사에서도 보이듯 이런 장애를 근거로 한 “능력”의 제한
은 전통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관습적으로 능력이 제한
되지도 않았고, 특정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던 권리를 누리던 시각장애인들은
식민지적 근대의 여러 변화 속에서 “계몽”과 “동정”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었
다. “능력”은 선험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치구조의 반영
물(장은주, 2012)인 것을 고려하면 맹인들의 능력에 대한 변화는 사회구조 변동
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직업으로 도입된 안마업은 일본내에서는 일본
맹인들이 투쟁 속에서 형성해간 직업권리였다. 이것이 식민지 조선에 도입될 때
에는 어떤 근간이 되는 사회적 관계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안마업권
의 도입과 이식은 식민주의적 시혜주의로, 조선의 사회관계의 실정과는 잘 맞지
않았다. 식민지기에도 대다수의 맹인들은 점복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총독부와
선교사에 의해 미신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직업권을 지키기 위
한 투쟁을 실시했다. 이런 투쟁과 조직화는 추후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권에서
생존권을 주장하는데 역사적 기억으로 작용하며, 생존권의 근거로 활용된다.
해방이후에는 일본 식민주의자에 의해 도입되었던 안마업이 미군정에 의해 인
정되지 않으며, 생존권 영역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한다. 다음 장에서는 해방이후
원조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혜주의적 사회사업, 헌법의 기본권 형성, 장애인의
권리규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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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탈식민과 맹인의 직업권리 변동

해방이후, 시각장애인의 직업 영역은 또 다시 변화를 겪게 된다. 앞서 분석했
듯이, 식민지기 안마업은 일본의 전통적 직종이 근대적 직업으로 식민지 조선에
도입된 것이었으며, 식민지 조선의 안마업의 시장 역시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형
성되어 있었다. 또한 맹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계 역시, 식민지적 경제구조에 의
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통치가 종식된 후,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
황에서 맹인을 둘러싼 법제도와 사회적 관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사회사
업 영역의 변화와 안마사업권에 대한 변화가 대표적이다. 한편 헌법이 제정되면
서, 기본권에 대한 일반원칙이 수립되며 생존권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형성되었
다. 하지만, 헌법이 구체적인 생존권의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여러 입법절차와 사
회적 인식 운동이 필요하지만, 아직 맹인계와 사회 일반은 아직 그런 역량을 구
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탈식민화 과정에서 맹인의 생존권 영역이
겪게 된 변화를 사회적 관계와 법적 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또한 맹인의 생
활세계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1. 원조중심 사회사업의 형성
1) 해방이후 맹인 사회사업의 재편
해방이후 맹인들에 대한 사회사업 영역은 기독교 계열의 단체들이 주축이 되
었다. 식민지기까지의 사회사업 영역이 천황제적 자혜와, 기독교적 자선이 경합
하는 관계였다면, 이후에는

한국의 기독교 단체 및 원조단체 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사업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했다. 기독교 계열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사회
사업, 교육사업 등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맹인의 자활을 돕는 라이트
하우스가 있었다. 라이트하우스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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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승동교회142)의 이덕흥 목사가 주축이 되어, “광명을 잃은 앞 못 보는
맹인들의 교화와 원호”를 위해 서울역 앞에 적산가옥을 불하받아 라이트하우스
를 건립했으며, 조선기독교 애린선교단에서 지원을 했다.144) 라이트하우스의 회
장은 임영신145)씨가 맡았으며, 이사로는 박마리아, 이덕흥, 유호준 등이 담당했
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사업 단체들은 적산을 불하받아 단체의 활동을 전
개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서울역 건너편에 3층 적산 가옥을 시각장애인들 회관으로 하겠다...
무상불하? 그 당시 법적인 절차가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동네 주먹
패들이 그걸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쟁탈전이 굉장히 심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의문사를 한 사람도 있었고. 그 직접 현장에서는 죽은
일은 없었고. 시각장애인은 안보이잖아, 그 아무래도. 그때 박마리아 여사, 이
기붕 의장 이런 사람들이 라이트하우스에 이사로 있었나. 그러니까 박마리아
가 이사였었어. 그 이기붕씨나 박마리아 여사 이런 사람들은 안마단골이었거
든.146)

기독교계 인사들이 라이트하우스와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
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독교 계열의 라이트
하우스는 시각장애인이 복술업에 종사하는 것이 교회의 이념과 맞지 않아, 새로
운 직업교육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복술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을 라이트하
우스에서 강제로 내보내기도 했다. 그래서 복술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과 기독
교 신자인 시각장애인 사이에는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147). 안마업에
종사한 이종관 선생148)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42) 승동교회는 미북장로회 소속의 선교사 사뮤엘 무어가 설립한 곳으로, 소위 ‘백정교회’라고
도 불렸는데 천민, 빈민 등을 받아들이는 교회였으며, 이후에도 맹인관련 활동을 활발히 펼
쳤다.
144) 자유신문, 1948. 9. 9
145) 대한민국 초대 상공부 장관. 중앙대 총장 역임. 이종관 옹은 부산 피난 시절에도 임영신
씨에게 안마를 해주었다고 증언했다. 안마사들의 경우에는 안마업을 통해 사회 고위층과 연
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런 점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하기도 한
다.
146) OH_09_021_양만석_06_01
147)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2004, 『한국맹인근대사』,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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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 되면 이제 기독교가 판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회 맹인들
보고서는 어느 형한테 가서 “너희들 이거 이제 사회에서 그렇게 미신타파하면
은 개인적으로는 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맹인
협회>를 만들었거든요.
(일정때부터 안마하는 맹인하고 점하는 맹인하고) 버젓하게는 없었어도, 사
이는 좋지 않았어요. 그, 미신이라, 미신한다 그러면 안마하는 사람이 그 사람
을 말하자면, 업신여겼지, 가만이 보니까. 또 그 사람은 일본인들 발바닥 주무
르고 그러는 놈들이라 그러고. 서로 좋지 않대요, 보니까149).

당시에 점복업에 종사하는 맹인과 안마업에 종사하는 맹인의 차이는 단순히
직업선택의 차이가 아니었다. 점복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주로 도제식 교육으로
직업기술을 습득했으며, 근대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경제적으
로 궁핍한 경우의 맹인들이 점복업을 선택했다. 그리고 안마의 경우에는 식민지
기에는 제생원, 해방이후에는 국립맹아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맹학
교가 국립시설이었기에 경제적 지원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어야 한다고 한다. 전통적 지식에 의
거해 생활을 영위하던 맹인판수와 제도교육을 받은 기독교적 영향을 받은 안마
사들 사이의 거리는 시각장애라는 공통의 분모에도 불구하고 무척 멀었으며, 사
회의 재편에 따라 간극은 점점 더 심해졌다. 해방이후 제도권 교육이 안마사 교
육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전쟁기 이후부터 들어오는 온갖 원조물자와 구제
물품들은 주로 기독교계 시각장애인들과 제도권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어서, 물
질적 자원의 차원에서도 큰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본국
으로 돌아간 후, 맹인들은 일자리를 많이 잃고 복술업으로 전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백리전, 2004:96).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맹인들이 다시 근
대적 생활을 하도록, 통신수, 피아노 조율, 간단한 일용품 제작 등 새로운 직업
148) 1922년 생의 시각장애인으로 제생원을 졸업하신 침구사. 일제시대에 발급된 침구사 면허
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다. 일제시대에는 안마사로 활동하셨으며, 해방이후에는 사회사업과
맹학교 등지에서 일하셔서 한국 시각장애인 사회사업과 복지, 맹학교의 형성에 대한 귀중한
구술을 들었다.
149) OH_09_021_이종관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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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개하기 위한 노력150)을 펼쳤다.
한국 전쟁이후 이북 출신의 점복업자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왔을 뿐 아니라 또
한 기독교 계열의 시각장애인들과 국립맹아학교 역시 피난을 했다. 우선 서울에
서 라이트하우스를 운영하던 이덕흥 목사는 부산으로 피난하여 1950년 10월 12
일 부산 서구 안남동에 라이트하우스를 설치 운영하였는데, 라이트하우스에는 상
이군인, 일반맹인, 맹학생, 농아학생 등이 모여 살았다. 1950년 11월 10일에 이
덕흥 목사는 국립맹아학교 교장에 임명되어 정부지원과 미군 부대의 지원을 받
아 학교를 운영했다151) 한편 1·4후퇴 이후 서울이 다시 함락되자 서울의 학교에
있던 이들도 피난길을 떠나는데, 맹아학교의 교사가 미해군 함장에게 배려해줄
것을 호소하여 제주로 가는 배를 얻어탈 수 있었다고 한다. 제주에서 일시적으
로 머물다가 1951년 9월 1일 부산시 대신동으로, 그리고 라이트 하우스로 옮겨
천막을 치고 생활하며 학교를 운영했다152). 부산에는 국립맹학교 분교와 구호시
설인 라이트하우스 뿐 아니라 상이군인 전문 재활 시설인 정양원 내 光明院이라
는 실명 상이군인을 위한 시설도 설치되었다153). 해방과 전쟁기 맹인들에 대한
사회사업 체계와 그리고 맹인들의 생활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2) 구제물자 사회사업과 해외원조단체 AFOB
(1) 라이트하우스와 구제물자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많은 원조물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특히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대 아시아 원조와 사회사업 등은 한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라이트하우스라는 맹인 구호 단체 역
시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단체의 운영은 대체로 미국의 구호물자에 기반
하고 있었다. 최근 많은 연구들이 미국의 원조체계의 문제를 경제적 담론 뿐 아
150)
151)
152)
153)

「조선일보」, 1947.2.18. 맹인에게 광명을!삼만 맹인 지도할 영광관
임안수, 2010, 『한국 시각장애인의 역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p.410.
『서울맹학교 90년사』, 서울 맹학교·서울맹학교 총동문회, 2003. p.126.
『민주신보』 1952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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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최원규는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의 형성이란 관점에서 이 문제(최원규, 1996)를 다루었으며, 김학재 등(김학재,
2010)은 미국의 원조정책을 UNCACK문서를 통해 인도주의적 구호의 영역을
고찰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문헌중심적이고 제도적인 영역의 작동에
대한 연구이기에 이런 구호물자가 실제로 사회사업의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운영되었는지, 구호대상자였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시각
장애인의 눈을 통해 당시의 구제물자의 분배와 운영의 과정을 살펴보면, 시혜주
의적 사회사업 영역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종관은 일제시대 제생
원을 졸업하고, 서울 라이트하우스의 창립과 운영에 관여했으며 부산으로 내려와
서 부산 라이트하우스와 부산 맹학교에서 교사를 하셨던 분이다. 이종관은 당시
의 구제물자와 사회사업의 영역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양정신 선생154)이 이영식 원장과 왜 싸웠는지는) 모르지, 왜 싸웠는지. 왜
싸웠겠어요, 뭐. 옛날엔 다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정행위 있게
마련 아니예요? 근데 그건 자주 있는게 왜 그러냐면 배급 타가지고 팔아야
다른 걸 또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파는 것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걸 지적하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사회사업 하려면
요. 보건사회부에서 돈을, 가령 100만원을 타내려면 50만원이 되려 들어가야
된대요.

그렇죠. 그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그럼. 공짜로 해주면. 얼마나. 요

새 이렇게 밝게 됐는데, 그럼. 외원단체도 마찬가지지. 돈 줘야 그것도 주지
뭐. 그럼요. 거기는 직원들이 거저 해줘요? 외원단체 있는 사람들 잘 살잖아
요, 옛날에? 그거 받아가지고 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참 나도 참
싸움을 많이 했어요.155)

당시의 사회사업영역에서 원조물자,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종의 뇌물이
오고갔다는 주장이다. 또한 구제물자는 현물로 들어오는데 학생들이나 시각장애
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했다. 이런 상
154) 평양맹학교 출신의 여성 시각장애인으로 대구에서 맹학교 운영을 하던 이영식 목사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이영식 목사는 대구대학의 설립자로 알려져 있다.
155) OH_09_021_이종관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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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시각장애인인 학생들은 불만을 많이 갖게 되었다. 이것이 단순히 구제물
자를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실제적인 부정과 횡령이 이루어
졌는지는 분명치 않다. 당시의 신문에는 원조물자의 횡령 혹은 원조물자가 사라
진 사건이 종종 보도되곤 했다156). 물자가 탈취되기도 해서 법무부 장관이 담화
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의 사회상 속에서 구호의 대상자였던 시각장애인도 원
조물자 배급체계에서 횡령이나 부정이 있다고 인식했으며, 또한 시각장애인 학생
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느껴 데모를 하기도 했다.
그걸 갖다가 학생들이 이해를 안 하니까. 내가 부산 가서 살 때, 그거 학생
들... 그거 얘기 하면 또 기가 막혀요. 내가 사범학교까지는 나와 가지고. 그때
부산맹학교 서울분교였거든요? 부임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는 기
숙사가 없고 라이트하우스를 다 다녔거든요? 근데 라이트하우스는 타가지고는
학생줬다가 사진만 찍고 뺏어서 팔아먹고 다 그랬을 거 아니예요? 배급이?
그게 외원단체에서 나왔거나 시청 어디를 통해서 나왔겠죠? (배급 오는 물건
들은) 뭐, 옷도 나오고 뭐... 또, 무슨... 기계품 무슨 애들 뭐 하는 것도 나왔
나보대요?
(사진은 꼭 찍는데) 학생들 줬다는 걸 찍어야 되거든. 다 찍어가지고... 그리
고 부산맹학교에 라이트하우스 원장의 부인은. 달러 장사 했어요. 아니, 그땐
이덕흥 목사 아니고, 이건호라고 장로예요. 다 이덕흥 목사의 친구지, 그러니
까. 그래 가지고, 학교 선생들이 그런 걸 얘기하니까 애들이 가만 있어요? 애
들도 데모를 하잖아요? 그럼. 줬다 뺏어가죠. 팔아야 되잖아. 그래야 돈이 나
오잖아. 그럼. 그러니까 애들도 조그만 거면 모르지만 큰 애들이야 가만 있어
요? 자기들이야 시원치 않으니까 또 뭐...하여간 학생들이 시청까지 간 걸 내
가 그때 봤는데... 또 어떻게 됐는지... 법원 있잖아요? 다섯인가 끌려 들어가
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돈이 가마니... 가마니 알죠? 원장실에
돈이 가마니가 하나가 있고.

157)

156) 동아일보. 1951.4.24. 해외에서 보낸 구호물자 어디로인지 행방감추어.
동아일보. 1951.4.3. 雪糖數十噸을 暗賣 救護物資를 情實配給 混亂 틈 탄 貪官挾雜輩打盡
동아일보. 1951.2.1. 법무부장관 金俊淵, 군수·구호·원조 물자 절취범 엄벌방침 발표. ‘트럭
떼기’라는 것이 있다. 군수물자·구호물자 또는 원조물자를 실은 화물자동차가 목적지를 향하
여 가는 도중에 미리 약속된 어느 지점에 이르러 대기하고 있던 자들이 서행하는 트럭위에
뛰어올라가서 前記 물자를 행길에 떨어뜨리고 행길에는 또한 이 대기자들이 이것을 민간에

- 114 -

구술자는 당시의 사회사업가들에 대해 “다들 구제보따리 보고 다 하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라고 증언하며, 당시 사회사업가들이 주
로 기독교계열에서 목사 등을 하거나, 구호물자배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인적 관
계와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수완이 좋은 사람
들이 연줄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조물자와 적산의
불하가 사립교육기관들의 핵심적 재원을 마련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당시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을) 좋게 안봤죠, 다들. 다들 구제보따리 보고
다 하지 뭐...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 없어요. 네.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 (구제 보따리 보고 한다고 그랬어
요)

그럼.

그럼. 그걸로 해서 그거 가지고 그거 하다가 학교까지 세운 사람

들 많잖아요?

사립학교도 그거 사회사업 하다가 그 연줄로다가 대학 세워가

지고 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 대학이 많죠?

그리고 뭐... 그 전에 보니까 뭐

○○대학인가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사회복지 사단법인 시설, 사립시설 만들
든지 사립학교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옮겨갔죠?）거기서 처음에 시작을 해가
지고... 그때 땅값도 좀 싸고 그러니까. 또 땅을 뭐 어떻게 무료로도 많이 공
급을 받은 모양이야. 적산 같은거.
□□하는데 이 소위 ‘트럭떼기’는 대개 밤중에 감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군
수 及 구호 또는 원조물자가 대규모로 민간에 橫流하고 그밖에 하역 또는 좀도적들의 손을
거쳐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는데 책임당국자 談에 의하면 그 액은 실로 상상 이상의 것이라
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李대통령도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책임당국에 이의 섬멸을 기하도
록 언명한 바 있고 또 각 수사기관들도 이미 활동을 개시하여 다대한 성과를 올리고 있어
과연 이러한 도적행위는 어떠한 조직과 계획 밑에 행하여지는가에 대하여 불원간 그 실례가
백일하에 드러날 터이지만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김준연씨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러한 범죄자는 경우에 따라 사형에 처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런데 앞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前記 물자를 절취하는 자, 절취한 물자를 그 情을
알면서 買得한 자, 운반한 자, 보관한 자, 매매를 알선한 자, 授受한 자들 전부라고 한다. 우
리 한인은 연합군의 전쟁수행을 적극 도와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무자각한 국민 중에
는 연합군의 군수물자, 구호물자 및 원조물자를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한 물자를 그 情을 알면
서 買得·운반·보관·매매알선 또는 授受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자 있음은 심히 통탄하
는 바로서 이는 직접으로 전쟁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무 당국
으로서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
령 및 형법에 의하여 단호히 처단케 할 작정이며 사항 여하에 따라서는 사형에까지라도 처하
게 할 방침이니 일반국민은 주의하여주기 바란다.”
157) OH_09_021_이종관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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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물자들은 주로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거래되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구제물
자들을 팔아 현금화하기 위한 루트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사업이 순
수하게 원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회사업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원장의 역할들은
보건사회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나 외원단체와 연락해서 물품을 받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고 한다. 현금지원보다는 물자지원 중심으로 원조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시장에서 다시 팔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사회사업이 다 옛날에 구제보따리가지고 하는거지. 부산에 국제시장 가면
구제 엄청 많이 팔잖아요, 지금도.네. 구제품. 지금도 엄청 팔아요, 구제품요.
아. 자기네들끼리 루트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거 구호물자로 왔었던
옷 같은 것,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 (밀가루보다) 옷이 제일 많은가 보대, 보
니까.

그럼. 우리... 내 서울에 있을 때 보면, 그 전에는 뭐, 심지어 과자 같

은 것도 다 배급이 나왔잖아요, 그냥? 그리고 또 분유. 그 라이트하우스 같은
데는 분유 같은 것도 많이 나왔어요. 학생들도 주죠. 분유 같은 건. 학생들도
줘요.
근데 하여튼 구제로 들어오면 학생들 나눠 주는 것 보다는 그냥 갖다 다
팔아가지고는 현금화해서. 그런 과정에서 진짜 학생들이나. 사람들 위해서 하
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기 가족이나. 챙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뭐. 이 구호품 가지고 살아난거지, 말하자면. 그때
얼마나 어려웠어?

아니, 저. 원호기관이 따로 있나보던데. (기관이름은) 모르

겠어요, 그거. 후생부 산하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근데 그것은... 거
기 기관이랑 담당하고, 원장이 주로 하는 역할이. 그런 후생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나 무슨 외원단체나 이런 데랑 연락해가지고 그거 물품 받고 이러는게
주요 일 중의 하나였겠어요? 그 사람들 로비하고.159)

기독교 계열의 사람들, 일정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호
물자의 분배를 받을 수 있었다. 구호 대상자인 시각장애인들은 물자가 어떻게

159) OH_09_021_이종관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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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되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돌봄을 받는 ‘불쌍한 대
상’, 그리고 사진이 찍히는 피사체가 될 뿐이었다. 식민지기 선교사들의 자선과
천황제 자혜의 경합관계 속에서 형성된 시혜주의는, 해방이후에는 원조물자를 매
개로 한 시혜주의적 구조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 중심으로 이런 시
혜주의 구조가 재편되었다.
위의 증언에서 등장하는 여러 상황들 즉, 구호물자 현금화, 횡령, 그리고 구호
가 아닌 자신 가족을 위한 유용의 문제는 단지 파편적 사건이 아니라 70년대까
지도 사회사업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시혜주의적 사회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일종의 공적자원의 분배과정에서 사유화가 발생한 셈이다.
이후에 이 문제는 “브로커” 문제로 인식이 되는데 비시각장애인 중 사회사업과
보건사회부의 영역에 대해 익숙한 이가 자원의 분배를 매개로 시각장애인계와
결합이 되며 이들이 원조나 국가기금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했다. 당시의 원조들
이 현금지원보다는 현물 지원이 많았기에 구호물자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또한 국가재원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영역에 투입되
며 사회사업관련 기관이 건립되는데, 이런 기관의 운영이 설립자 가족중심적인
족벌체제로 운영이 되어서 사회문제화 되고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다.
당시 부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선교사와 사회사업가들의 도움으로 사립
맹학교가 많이 세워졌다. 충남지역의 대전 대명학교는 1953년 맹인 주택문제해
결과 문맹자 구제책으로 시작되었으며 1957년 선교사 루쯔의 도움으로 대전 맹
학원으로 전환되었다. 대부분의 사립 맹학교들은 1950년대 초반 설립되었으며
1960년대에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초창기에는 선교 목적의 종교단의 지원
을 받아 학생들은 운영단체에 따라 개신교, 천주교, 안식교 등으로 결정되고는
했다. 맹인 사립학교는 1950년대는 설립 시기, 60년대는 학교와 법인 인가 시기
등이었으며 70년대는 정부의 지원 확정과 사회복지법인화로 볼 수 있다(양만석,
1993: 595).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독교 계통으로 설립되었으며 적산 가옥과 구
제물자에 기반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현금 지원 보다는 구제물자나
자제의 지원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들을 현물화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도 종종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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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설립

인가연월일

재단 성격

서울맹학교

국립

1913

국립

부산맹학교

공립

1955

국립

대구광명학교

사립

1946

기독교

인천혜광학교

사립

1961

불교

광주세광학교

사립

1961

기독교

대전대명학교

사립

1969

기독교

강원명진학교

사립

1956

기독교

청주맹학교

사립

1952

기독교

충주성모학교

사립

1961

천주교

전북맹아학교

사립

1962

기독교

은광학교(전남)

사립

1963

기독교

<표 6 >맹학교 설립 상황표160)
위의 표에 언급된 대구 광명학교는 대구맹아학원161)으로 시작했는데, 이곳은
1947년 후생사업단체로 등록하고 사회계몽 활동, 국제교류 활동 등을 진행했다.
한국 전쟁기에는 선명회의 피어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운영기금을 마련했고,
한미재단, 존밀턴회, 미국해외맹인원호협회 등을 통해 학교를 확장162)했다 50년

160) 『한국 장애인복지 변천사』, 1997, 『맹인의 교육과 복지』, 1993 기초로 재구성
161) 수집번호: 03017313, 파일명: RG 334, 334.5 Records of Military Assistance Units
in Other Countries, 1942-66, 334.5.8 Records of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KMAG), Adminstrative Services Division, AFAK
Command Policy File, 1953-54, Entry 204, Box 7, AFAK # 3535, Taegu School for
the Blind and Deaf thru # 3510, Construction Dormitory,
http://archive.history.go.kr/web/ibrowser/xifviewer.jsp?SystemID=000000044707
162) 『대구대학교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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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60년대 이후 발생하는 지방의 사립맹인교육기관에 대해 시각장애인 관련 잡
지에서는 “지방에 산재한 군소 맹인교육기관은 맹인의 교육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주 개인의 권익에 좌우되는 경향으로 굳
어져 가고 있다.163)”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방의 맹인교육기관의 설립과
정에 대해 임안수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자기 집 옆에 조그마한, 그렇게. 맹인들이 좀 이렇게 아이들 모아서 가르치
는 데가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때는 학교라기 보다는.
지금은 학교지만 옛날에는 학교의 형태를 갖추기 전이지. 그래도 뭐, 점자 배
우고 수판 배우고, 다, 수학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훌륭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중도에 실명한 분인데. 이제, 월급도 못받지만, 그 사람들이.
실명을 해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그런 걸 세워가지고서는 같이 하는데, 그 분
은 또 많이 배운 분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시절이 전체
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때는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너나 할 것 없이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그런 사회복지 쪽
에 뛰어드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살
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 헐벗고. 그때는 이상주의라고 보기 보다는. 그건 너무, 뭐랄까... 화려하게
보는거지,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
었지만, 그때는 암담한 시대였으니까. 그냥, 할 일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자고, 같이... 그러고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길을 열어
주자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요.164)

당시 교육 받은 사람들이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사회복지 활동”에 많이
투신했다고 한다. 지식인들도 뚜렷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열
악한 처지에 있는 이들과의 연대의식 속에서 여러 사회사업 활동들이 태동했다.
하지만 이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적산의 이용, 구제물자 기반의 사업을 통해
“개인의 권익에 좌우되는 경향”도 많이 발생했다. 사회사업가들이 헌신적 활동을
163) 주간 『맹인복지』 제19호 1966.11.27.
164) OH_09_021_임안수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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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런 사회사업 영역이 사적 활동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
서 자원의 분배와 운영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국가의 부재를 사회
가 메우는 과정에서, 공공영역의 私事化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한국전쟁이
후, 그리고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 상당히 큰 규모의 외원자금이 사회사업 영역
에 투입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는 한국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공적영역의 사유화라는 문제를 야기해, 현재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시설에서 인권 침해 등의 많은 문제들이 이루
어지는데, 공적 영역의 자금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이것은 사단법인이고
사립의 영역으로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되어 공적 개입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
다. 장애인계에서는 사립학교법과 마찬가지로 사단법인에 대한 공적인 관리가 개
입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염원 중의 하나이다.

(2) 해외원조단체의 활동과 이중의 근대화
한국 전쟁을 거치며 여러 해외원조단체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 중국 본토에서 철수한 해외원조단체들이 남한에 몰리며
원조가 활성화되었다. 시각장애인과 관련한 대표적인 단체의 활동으로는 AFOB
를 꼽을 수 있다. 1953년~1962년까지 약 10년간 미국해외맹인재단이 독자적으
로 한국맹인사업을 지원해 대전에 직업보도소를 건립하고 새로운 분야의 기술로
맹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했지만 실패165)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헬렌켈러는 미국 내 맹인 뿐 아니라 저개발 국가와 전쟁 피해 입은 국가의 맹
인들 복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각국의 맹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창설했
는데, 미국해외맹인원조재단(AFOB:American Foundation for Overseas Blind)
가 대표적이었다. AFOB는 중국에서 실명예방 사업 등을 하려 했지만,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아시아에서의 활동을 대만과 한국을 통
해 지속하고자 했다(Koestler, 1976:389). 당시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의 수는 7만
정도로 추산되었다. 1954년 미국해외맹인원조재단 이사장이 한국 맹인의 실태를
165) 주간 『맹인복지』, 제2호. 196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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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기 위해 내한하고, 한국정부, UN 및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교육과 직업
을 담당할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사전 조사를 했다.
AFOB는 1953년경부터 한국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5년의
KAVA의 기록을 보면, 부산의 라이트 하우스가 AFOB의 지원을 받는 것166)으
로 나온다. 그런데 운영 사정을 보면, 원조금 4만불 중 인건비, 사무비로 3만6천
불을 사용해 맹인계에서 반감167)을 사게 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맹인들은
미해외 맹인원조재단이 철수해야 한다고 데모까지 하였다고 한다. 맹인들에게 직
접 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지원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
적 분위기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웠다. 맹인들은 단지 시계와 점자판 몇 개만 받
은 것을 기억169)할 뿐이었다.
AFOB의 활동은 대전에 직업보도소를 건립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분야의 기술
로 맹인에게 직업훈련을 시도했으나 이는 실패170)했다. 이는 일종의 맹인의 직
업이 근대화되는 시도였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166) KAVA, Directory of Foreign Voluntary Agencies in Korea, 1955. p.118.
167) 「동아일보」, 1955.9.1. 배보다 배꼽이 커
4만불 후원금 중 3만6천불을 인건비로 사용. 미 해외맹인 사업의 맹점. 미국해외맹인재단에서
는 6만명에 달하는 한국의 맹인들을 위하여 연4만불의 사업원조를 하여 오던바 근래 그들
이 파견의 4명의 사무원(3인은 미국인, 1명은 화란인)들이 그 중 3만 6천불을 인건비, 사무
비 등으로 사용하거 잔여 4천불만을 한국맹인 사업에 충당한다는 기현상을 보이게 되어 맹
인사업에 중대한 위기를 자아내고 있다한다. 이와 같은 미해외맹인재단의 태도에 대해서 이
십여 개에 달하는 한국측 맹인단체에서는 ‘차라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호사업을 중지하
든가 또는 막대한 경비를 소요하는 외국인 사무원을 감원하고 동 경비를 실질적으로 사업에
전용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한다. 따라서 한국 맹인 사업가들은 명맥만을 유지하는 이러한
미국 해외맹인 단체의 구호방법은 6만여명의 국내 맹인들을 아사케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불원 맹인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가적인 맹인보호책을 강구하리라 본다.
169) 그게... 미국 AFOB라고 미국해외맹인재단... 훗날 헬렌켈러 재단이 됐는데... 그것이 어떻
게 됐냐면, 중공에 선교를 하고 시각장애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공이 공산화됐잖아. 그
러니까 그 사업의 역점이 한국으로 돌려졌다고.4만불. 그때 일시적으로... 중공으로 갈 돈 4
만불이 한국으로 왔다고...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큰 돈을 기대했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
니까 알맹이가 없고 아니고, 나중에 보고하는 걸 보니까 90%를 인건비로 지불했다고 그래
요. 시각장애인들한테 그 당시에 점자시계 몇 개 주고, 무슨 점자판 몇 대 주고 아마 그랬
을 거예요. 원래는, 원래가, 지금도 그렇지만... 인건비라는게 있잖아... 우리는 그 당시에,
인건비에 대한 훈련이 안되어 있잖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 가지
고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4만불 중에서, 보고한 걸
보니까 3만 6천불은 인건비로 나갔더라고.(OH_09_021_양만석_06_01)
170) 주간 『맹인복지』, 제2호. 196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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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 직업보도의 근대화문제:AFOB 극동책임자 부리치스의 숙제」
첫째, 이런 계획이 출발하는 차원의 문제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안마, 침술
업 같은 것을 낡을 것으로 무시하고 구미식 직업 보도를 실시하자는 이론이
있는 모양이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맹인 교육이 50여년간을 거쳐 오늘에 이르
기까지 시종일관 안마, 침술업을 유일의 직업으로 존중해 왔고 현재도 이 업
으로 생활의 다소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구미식 맹인직
업보도가 산업적으로 후진을 못 면하고 있어 실업자가 많은 현 한국적 여건
하에서 맹인이 새로운 분야의 기술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정상인을 제쳐놓고
맹인을 취업시킬만한 뒷받침을 정부에서 할 수 있는지 또는 고용주가 정상인
기술자를 제쳐놓고 맹인을 받아들일만한 아량을 가질 것인지 하는 문제는 먼
훗날의 논할 거리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직업보도의 근대화 문제는 안
마, 침술 등을 단순히 낡은 것이라고 경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 업에
대한 검토와 연구로써 질적으로 개선하고 학적으로 체계를 세워 침안요법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놓게 된다면 이들이 국민보건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
게 되고 이들의 생활문제도 개선되리라고 믿는다. 맹인직업이 서구식 근대화
는 침안업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맹인의 직업분야를 개척하는 입장에서 그 출
발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안다171).
둘째 맹인직업보도를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기구를 두어야 한다. 우
리나라의 맹인교육과 직업보도는 일제의 식민통치의 한 선전수단으로 시작을
보았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확고한 기획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해방 후에도
선교단체나 외국민간단체의 맹인운동을 일으켜 보려는 사회활동이 있었으나
거의 실패를 보고 말었거나 아니면 일본인들이 하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의 맹인운동의 실정이다.172)
미국해외맹인재단과 맹인국제원고고문회의 활동상에 있어 그들이 우리나라
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극히 원칙적인 문제를 수립하지 못
하고, 무위하게 한국맹인을 위해 도입된 달러를 낭비한 사실이다173)

위의 논설은 1966년에 나왔지만 5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해외맹인원조단체에
171) 주간 『맹인복지』, 제2호. 1966.7.31.
172) 주간 『맹인복지』, 제3호, 1966.8.7.
173) 주간 『맹인복지』, 19호. 196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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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각과 제언이다.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쟁점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기존의 맹인들의 직업 활동을 전근대적인 것으로 보고 단순히 배격할 것이 아니
라, 이를 일종의 고유의 직업 체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다. 맹인
의 직업의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낡은 것’과 ‘근대화된 직업’간의 갈등이 존재
해왔다. 일차적으로 맹인 점복업은 ‘낡은 것’으로 치부되면서 근대화되어야 한다
며 안마업, 침술업 등이 근대적 직업으로 도입이 되었다. 하지만 미군정이후 서
구식 의료 체계의 확산으로 이 또한 낡을 것으로 치부되며 근대적 직업이 개발
되어야 한다는 시도가 제기되었다. 이런 이중의 근대화, 이중의 식민화를 겪으며
맹인들의 직업 세계는 혼란기와 과도기에 놓이게 되었다. 식민지기 일본의 전통
적인 직업영역이 근대적 직업으로 소개되었으며, 해방이후 미국식 사회제도가 일
반화되면서 부정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 원조단체는 시각장애인에게 서구식 직업
교육을 실시하려 했지만 이는 또한 한국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3) 기독교와 시혜주의 사회사업
구호물자를 둘러싼 문제들은 단순히 사회사업을 실시하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
니라, 또한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성격
과 혹은 영어를 구사한다는 것으로 인해 원조물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에 대해 박정신은 이를 기독교의 경제주의의 역사로 규정한다. 625전
쟁 이후 기독교에서는 고아원을 비롯한 모자원, 경로원, 중고등학교 등도 이어
설립되었다. 625전쟁 전후에 기독교는 딸라, 식량, 의약품, 의복, 텐트를 비롯 엄
청난 양의 구호물자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교회로부터 받았다. 당시 기독교 세계
봉사회, 기독교아동복리회, 상이군인생활회와 같은 기독교 자선기관이 구호활동
이 활발했으며, 이들의 구호기금과 물자를 합하면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구호기금과 물자는 성직자를 우대하고, 성직자들에 의해 지급되어 전
국 각지의 성직자들은 구호금과 물자를 받기 위해 이를 통괄하는 서울의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는 진풍경도 나타났다. 성직자들이 고아원이나 모자원 또
는 양로원의 경영권을 따내 운영하는 등 사업가로 변신 분자가 된 이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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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바로 이 구호금과 구호물자 때문에 성직자들은 세속화되게 되었고 교회
는 더욱 천박한 이들의 집단이 되었다. 영어 몇 마디 하는 성직자들은 약삭빠
르게 미국교회에 선을 대고 구호기금과 구호물자를 통괄하게 되고 한국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이용하기도 했다. 625전쟁 전후에 한국교
회에 쏟아지는 구호금과 구호물자는 한국교회에서 자립과 독립정신을 빼앗아
가고, 거지근성을 깊게 심었다. 625전쟁으로 한국교회에 스며든 이 천박한 물
량주의는 세속적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가진 물질 때문에 교회와 교인
들이 자기만족과 자기과시로 나아가게 하였다. 물질적으로 좀 낫다고 하여 교
회 울타리 밖 가난한 이들을 이웃으로 보지 않고 불쌍한 동정의 대상으로 보
는 우월감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박정신, 2002: 245)

기독교 단체들의 활동은 당장의 구호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여도 있었지만, 구호
받는 이들과 베푸는 자 간의 시혜주의적 구조를 강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625 싸움이 주는 역사적 교
훈」이라는 글에서 당시의 기독교의 물질주의와 구호물자, 원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쟁 중에 가장 보기 싫은 것은 종교단체들이었다. 피난을 시킨다면 제 교
도만 하려하고 구호물자 나오면 서로 싸우고 썩 잘 쓰는 것이 그것을 미끼로
교세 늘이려고나 하고 그리고는 정부, 군대의 하는 일 그저 잘한다 잘한다 하
고, 날씨라도 맑아 인민군 폭격이라도 좀더 잘 되기를 바라는 정도였다. 대적
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정치하는 자의 잘못을 책망하는 의의 빛을 보여 주고
그 때문에 핍박을 당한 일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향락적인 생활은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 원조는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아 부끄러워 할 줄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잘
얻어 오는 것이 공로로 솜씨로 알고, 원조는 받는다면서 사실 나라의 뿌리인
농촌은 나날이 말라 들어가는데.... 이것이 전쟁 치룬 백성인가? 전쟁 중에 있
는 국민인가? 이것이 제 동포의 시체 깎아 먹고 살아난 사람들인가?174)

174) 함석헌, 1962,「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625 싸움이 주는 역사적 교훈」, 『우린 이렇
게 살아왔다』, 광화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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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의 사회사업 영역은 외원물자와 기독교 중심의 시혜주의적 구조로 재
편되었다. 천황제적 자혜가 자리잡고 있던 영역은 일부 국립화되며, 국립 시설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민간에서 적산가옥의 불하와 미국에서 보내진 외원물자를
바탕으로 기독교 계열 사회사업 시설들이 생겨났다. 이런 사회사업 시설들은 처
음에는 자발적인 지역운동의 형태로 생겨났지만, 점차적으로 특수학교나 복지시
설 등 사단법인 형태로 전환되어 갔다. 외원의 지원은 국가의 지원으로 전환되
었지만, 초기의 기독교적 이념과 색채는 사회사업 활동에서 지속되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사사화(私事化)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또한 조직의 운영의 문제 뿐 아니라, 기독교 중심의 사회사업은 대상자를 “동
정의 대상”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사업이 일종의 권리라
는 차원이 아니라, “불쌍한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자선의 문화를 강
화시켜갔다. 특히 이는 맹인, 나환자 등에 대한 구호를 강조하는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과 결합되며 맹인, 나환자 등은 기독교의 자선적 영역에서 존재하는 대상
으로 인식되게 했다. 해방이후 형성된 시혜주의적 구조는 원조 물자 및 적산에
기반한 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시혜주의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안마업권의 폐지와 지속되는 안마교육
1) 헌법의 제정과 「안마술 침술 구술에 대한 취체규칙」의 폐지
(1)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제정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제정된 헌법에서는 국가의 구
성 원리와 더불어 기본권에 대한 규정이 상세히 존재했다. 유진오가 주축이 된
제헌헌법에서는 사회국가적 원리가 강조된 기본권 조항이 신설되었다. 사회적 기
본권에 대한 강조가 헌법에 제기되는데,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새로
운 헌법의 발전 경향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제헌헌법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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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회권적 조항들이 강조된다. 제헌헌법 19조에는 “노령, 질병 기타 근
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이외에도,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
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
서 보장된다”(84조)의 규정의 사회권적 조항이 있다. 하지만 사회권적 조항이 신
설되었다고 있어 구체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헌법에 열거되는 여
러 기본권에는 실효정도에 큰 차이가 있어서... 대부분의 것은 헌법규정만으로는
인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특수입법에 의하여 구체화됨으로써 비로소 보
장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기본권 규정은 단지 입법자에 대한 근본방침을 지시
함에 그치는 것”(유진오, 김효전, 1986 재인용)이었다.
헌법제정에 의해 근본방침은 규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특수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본권은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권리의 근간은 마련되었지만 이것
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입법, 사회적 인식의 확대 등 여러 차원의 노
력이 필요했다. 헌법적 기본권이 맹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생존권의 근거로 인식되
기 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제헌 헌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또한 법률유보의 원칙이다. 헌법 28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라
는 목적을 위해서는 기본권이 유보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는 바이마르 헌법
의 유보 규정이 답습된 것이라 김효전(1986)은 주장한다.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
보 규정이 들어간 것에 대해 김효전은 유진오 등, 당시의 법학자들이 기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성격
의 헌법은 제정했지만, 일본식 법문화에 익숙했던 이들은 권리의 제한이 의미하
는 바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일본식 법문화 속에서 이를 존치했다는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 자유권의 제한을 위해 사용되었던 이 규정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재판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보적 조항의 근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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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이 맹인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나 구체적으로 보장한 것은 아니지
만 추후 헌법이 권리의 근거가 되어 근본규범의 역할을 할 때, 일종의 대원칙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이중에서도 사회국가적 원리의 측면으로 인해 사회권적
규정이 법적 권리의 근거로 인식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헌법이 실질적인 권
리의 근거로 인식될 수 있기까지는 오랜 세월의 투쟁과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져
야 했다.

(2) 안마업권의 폐지와 능력제한의 존속
해방이후 안마 침술업은 오히려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안마의 주 고객
이었던 일본인들이 철수하였고 우리나라에는 안마의 고객이 될 만한 경제적 계
층이 형성되지 못하여, 안마업자들은 무직자가 되거나 점복 등 타업종으로 전업
(임안수, 2010)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시장상황의 변화와 더
불어 의료체계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미군정청 후생부(부장 이용설)에서는 1946년 4월 17일 일제 강점기동안 시행
된 「조선의료령」을 개정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침구 안마술의 면허와 영업에 관
한 규정인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취체규칙」의 효력을 중지시켰다고 전해지
고 있다. 이런 조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 당시 미국에서는 유럽과 달
리 시각장애인이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

고, 둘째 종전의 濟生院에서 실시한 침구안마 교육 연한이 미국의 6년제 초등교
육에도 미치지 못하는 3년제였음으로 그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고 셋째 灸術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넷째 당시 군정에 협력했던 지식인들이
시각장애인을 무능력시하여 理療術을 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임안수,
2010)”고 한다. 또한 당시 미국의 맹학교와 맹인 재활원에서는 안마술이나 침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모든 맹인에게 동일한 직업을 갖도록 하는 획일성에 대
해 동의하지 않는 미국식 교육 방식이 반영되었을 것이며, 한의학에 대한 경시
태도가 반영(임안수, 1993:470)되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당시 한국에서의 이런 조치가 안마사들의 영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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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지만, 시각장애인의 공식 직종 인정을 중단한 결정이었으므로 안마사들
은 선교사인 원한경(언더우드 선교사)을 통해 이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였다고 한
다. 이에 대하여 미군정청은 혼란기의 수습과 새 질서 확립을 위한 임시 조치라
고 해명하였지만, 당시 미군정청의 보건 정책에 고문 역할을 맡았던 한국인들은
안마술을 침술, 구술과 같은 것을 의술로 생각하지 않았고, 단순한 피로회복법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시각장애인들은
영국이나 독일 등과는 달리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의 시각장애인
또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시각장애인 계에서는 전해지고
있다175).

이런 상황에서 안마업에 대한 권리는 표류하다가 1951년 국민의료법

이 제정될 때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관련 규정이 제정된다. 1951년 9월 25
일 법률 제221호로 국민의료법에 의해 “종래에 규정된 접골·침술·구술·안마술업
자등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라는 규정이 생겼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시행되지 않는다.
당시에 유사한 상황이 일본에서도 발생했었다. 1945년 이후 미군 점령 체계
하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침안업이 폐지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다. 연합군최
고사령부(GHQ)는 삼료업이 시각장애인이 종사해도 되는 직업인지에 대한 의문
과, 서구적 의료의 시각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자 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들은 강한 집단적 결속력과 생존권
주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직업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각
장애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시각장애인
들이 역할하는 긴 역사가 있었기 때문”(Donoyama, 2004)이라고 한다. “침구의
폐지는 맹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사활의 문제였다. 당도좌의 해산에 버금가는 큰
문제였다. 학생, 교사는 물론 개업한 삼료업자까지 모두 대단결하여 조직화된 방
식으로 반대운동을 제기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운동”(鈴木正行, 2010)
이었다. 관습적 권리 의식이 서구적 법체계, 의료체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자신
들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는 결
국 「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 및 구사 등에 관한 법률(あん摩マツサージ指圧師、
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1947)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본의
175) 양만석, 『안마사제도사』. 미간행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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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당시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안마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어 안정적인 방식으로 법제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한국의 의료법에서는 농자, 아자, 맹자에 대한 능력제한 규정이 존속되었다.
1951년의 국민의료법에서도 농자, 아자, 맹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
다고 규정되어있었다. 불구자, 폐질자 등은 의료업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177)
는 규정이 존속되었다. 또한 1960년 민법 개정시까지는 농자·아자·맹자에 대한
능력제한 규정이 민법 체계에서도 존속된다. 당시에는 의용민법에 의거하고 있었
기에, 일본 민법이 규정하는 능력제한이 유지된 것이다. 식민지적 유산으로 능력
규정에 대한 제한이 지속되었다. 양창수는 민법에서 능력의 계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1948년 발효된 조선민사령(1948.5.10., [군정법령 제181호, 1948. 4. 1, 타
법개정])에 의해, “제1조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외의 법령에 특별히 정함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법률에 의한다. 1. 민법” 규정을 따른다. 그
래서 일본에서 해방되었지만, 여기서는 일본의 민법 “의용민법”을 지속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依用民法은 한정치산제도 대신에 준금치산제도를

두고 있었다. 그 요건은 민법상의 한정치산의 경우보다 가벼워서 가령 귀머거
리, 벙어리, 장님에 대하여도 이를 선고할 수 있었다(이 요건은 일본에서도
1979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그 대신 준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은
일정하게 열거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輔佐人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한도
에서만 제한되고 있었다(동법 12조). 우리의 민법안에서도 “신체에 중대한 결
함이 있는 경우”에도 한정치산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동
제조), 심의과정에서 그것은 한정치산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심의록, 상권 11면, 양창수, 1994 재인용)

농자, 아자, 맹자에 대한 행위능력 제한 규정은 지속되었지만, 민주주의를 강
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제고되었다고 한다. 의용민법
에 의하면 妻민역시 행위능력이 제한되었지만, 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1947년
제기되었고 처에 대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이 있었다고 한다179). 농자,
177) 국민의료법[시행 1951.12.25] [법률 제221호, 1951. 9.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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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 맹자의 준금치산자 선고 규정은 1960년 新民法 제정시 삭제되었다. 앞에
서 처의 행위능력규정이 삭제된 것과 같이 “민주주의”를 기초삼아 국가를 건설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1949년의 국가공무원법에는 “금치산자와 준금치산자는 공무원에 임명
될 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었다. 1949년의 고등고시령에서도 금치산자 및 준금치
산자는 고등고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었다. 당시 금치산자, 준금치산자 규정
은 의용민법을 따르고 있었는데, 의용민법 규정에 의하면 농자, 아자, 맹자가 준
금치산자였다. 그래서 맹인들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되거나, 고등고시를 볼 수 없
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54년 맹인이었던 이종덕이 맹학교의 교장으로 임
명될 때 여러 문제가 발생180)한 것이다.

2) 국립맹학교의 안마교육의 지속
식민지기 총독부에서 운영하던

제생원은 해방이후, 국립맹아학교로 1945년

10월 1일에 개교를 했다. 미군정에서는 윌든이란 여자 고문을 파견했으며, 윌든

179) 양창수(2000)에 의하면 1947년 妻의 행위능력에 대한 헌법 재판이 있었다고 한다. 헌법
이 없는 상황에서 민법조항의 위헌성을 묻는 재판이라는 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
시의 새로운 국가의 건립이라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규정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按컨대 妻에 대하여는 민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 해당한 행위에는 夫의 허가를 受함
을 요하여 그 능력을 제한한 바 이는 부부간의 화합을 위한 이유도 없지 않으나 주로 부에
대하여 우월적 지배권을 부여한 취지라고 인정치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서기 1945년 8월
15일로 我邦은 일본의 覊絆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기초삼아 국가를 건설
할 것이고 법률, 정치, 경제문화 등 모든 제도를 민주주의이념으로써 건설할 것은 現下의
國是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萬民은 모름지기 평등할 것이고 性의 구별로 인하여 生한 차별
적 제도는 이미 민주주의 추세에 적응한 변화를 본 바로서 現下 여성에 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기타 官公吏에 임명되는 자격도 남성과 구별이 無하여 남자와 동등한
공권을 향유함에 이른 바인즉 여성의 私權에 대하여도 또한 同然할 것이매 남녀평등을 부
인하던 舊制度로서 그 差別을 가장 현저히 한 민법 제14조는 우리 사회상태에 적합하지 아
니하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적당한 변경을 가할 것은 自然의 事勢이다. 玆에 本{院은 사회
의 진전과 법률 의 해석을 조정함에 의하여 비로소 심판의 타당을 기할 수 있음에 鑑하여
同條에 의한 처의 능력제한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大法院 1947년 9월 2일 선고
1947年民上第88號 판결(양창수, 2000) 재인용.
180) 김천년, 『맹인실록』, 미간행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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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맹인의 새 직업 개척에도 힘을 써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지만 별 성과를 얻지
는 못했다. 미국식 요구방식으로 맹교육에도 적용하려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연
령 중심으로 학급을 편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48년 2월에는 맹아학교의 관할이
군정청에서 문교부로 이관181)되었다. 이는 기존의 제생원이 구호시설, 구제시설
로 운영되며 총독부 사회과에서 관리되던 것과는 달리 교육시설로 제도적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제헌헌법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적어
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
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수립이후 1949년에는 교
육법이 제정되었는데, 교육법 8조의 6항에 특수학교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85조에는 “특수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립 특
수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동법 제8절 특수학교 조항 143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과 교육목적, 그리고 교육수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특수학교는
맹자, 농아자, 정신박약자, 기타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 초등학교, 중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182). 당
시 특수교육은 국가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민간 사회사업 기관들의 원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민주주의 교육원칙에서 국민 皆學을 부르짖는 이 때 불구자라고 이 혜택을
입어야 할 것은 물론, 벙어리나 장님이라도 적당한 교육만 받으면 건전한 사
람에 별 손색 없이 힘에 알맞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맹아학교 졸업생의
실력으로써 잘 증명되고 있거니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불구자
교육을 등한시하여 왔으므로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버린 채 돌보지 않
은 상태였다 한다. 이에 비추어 문교부에서는 과거 왜정시대에 이 불구자 교
육을 일종의 구제사업으로만 취급하여 오던 것을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과도정
부의 문교부에 국가의 교육사업으로 이관되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경비예산
이 없었으므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우리 정부수립 후 문교부에 특수교육과
를 비로소 설치하게 되었다 한다. 그러나 예산관계는 전과 같은 상태로서 아
181) 『서울맹학교 90년사』, 2003
182) 『특수교육백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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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사업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동 과에서는 이러한 불구자 교육 및 여러
가지 특수교육은 현하 긴급한 사회문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
라의 벙어리나 장님 등 불구자 중 요교육자 10여 만 명이나 되는데도 교육시
설은 신설동에 있는 국립맹아학교와 대구에 있는 맹아학교를 합하여 불과
350명 밖에 수용할 수 없는 한심한 상태로서, 나머지 10만 명에 가까운 불구
자는 교육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이번
다음과 같은 계획 아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바, 경비 문제로 많은 지장
이 있을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하여 일반 사회유지의 성심에서 우러나오는
원조를 바라고 있다 한다.183)

이런 “일반 사회유지의 성심”에서 나오는 원조에 기대어 특수교육은 발전했다.
해방 이후부터 60년대 말까지 특수교육은 민간독지가들이 설립한 사립특수학교
들에 크게 의존(김병하, 2002)184)했다. 하지만 안마업은 법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맹학교에서 안마를 직업으로 가르치
는 상황은 지속되었다. 교육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맹인들은 생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맹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에 대한 별다른 지
침이 맹학교에 없었고, 다른 직업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맹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안마 관련 교육을 지속(김기창, 2004)했다.

3. 맹인 집단과 권리의식
1) 전쟁과 맹인 생활세계의 변화
전쟁은 많은 장애인을 만들어낸다. 상이군인의 문제도 있지만, 전쟁의 유탄과
공습 등은 많은 이들을 다치게 했고 불구가 되게 했다.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

183) 연합신문, 1949.2.27
184) 이런 사립 특수학교들은 80년대 이후 특수교육진흥법이 발효되어 국가에서 인건비 일체
는 물론 운영비 지원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립특수학교는 설립자의 기득권을 특혜
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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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7대 국회의원이 된 정화원 의원의 경우도 그러했다. 전쟁으로 인해 맹인이
많이 발생했다. 장애인에 대한 관념이 등장하는 것이 근대 이후에 강화되는데,
이는 세계전쟁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장애인 수 자체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 정책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임안수란 대표적인 시각
장애인 학자도 한국전쟁시기 어린 시절 동네에서 불발탄을 가지고 놀다가 실명
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전쟁은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전쟁은 맹인들의 직업세계에도 변화를 야기했다. 당시에는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보다 점복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많았고, 안마업이 어려움
에 직면하자 안마업에 종사하던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점복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도 많았다. 또한 공산화로 인해 점복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미신으로 탄압을 받
을 것을 두려워한 시각장애인들이 남한으로 많이 피난을 와 점복업에 종사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불안한 시대상황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복술
영업은 상당히 잘되는 편이었다고 한다.
그땐 영업이 더 잘됐어. 그럼. 불안하기도 하고, 먼저 이쪽으로 피난 나온
사람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잘 있나, 궁금해서 그런 것도
보고...185)

특히 인공치하 서울에서 서울시민이 정신적으로 버티는 것은 무속에의 귀의
혹은 기복신앙에의 경도가 많았다. 당시 신앙을 갖는 것은 북한 점령하에서는
박해의 대상이었고, 일상적인 종교생활을 서울시민들이 할수 없어서 점술이나 굿
판에 의존하는 경향이 급격히 늘어났다(전상인, 2002). 염상섭의 소설 「취우」
에는 이런 분위기가 잘 묘사되어 있다. 아들이 행방불명되어 장님집에 점을 보
러가는 마님의 대목이 나오는데 “판수집에는 방안에도 그뜩, 마루에도 그뜩, 새
새이 영감쟁이도 끼어 앉았다. 딴에는 영하다니까 이렇게 꼬이는가 했더니.... 장
님 집에서 나온 두 여자의 얼굴은 환하였다. 맞든 안 맞든 시원한 소리를 들으
니 살 희망을 새로 잡은 것 같다. (중략) 좀더 확실하고 좀더 시원한 소리가 듣
고 싶었다. 이 마님뿐만 아니라, 절망의 구렁에 허덕이는 서울의 시민은 마지막

185) OH_08_019_이치우_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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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눈먼 장님에게서 밖에는 한때의 위안도 희망도 얻을 데가 없었다.”186)
이산가족이 증가하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 그리고 온갖 유언비어 등 불확
실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판수들의
점이었다. 이들을 통해 “위안도 희망”도 얻으며 자신 가족들의 생사와 불안함을
달랬을 것이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남대문에) 거기 많았어요.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도 많았고. 그때 해방되고,
38선이 막히니까. 이북사람들이, 공산국가에서 점 같은 것 못하게 하잖아. 그
러니까 모두 이리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 남대문에 많았어요. 개성사람
도 오고, 평양사람도 오고, 황해도 사람도 오고, 신의주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많이 왔지. 그럼. 집이 있어도 외딴 산꼭대기 같은 데 이런 데는 손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서. 또 판자집 같은 것 한칸 가지고 살면서는 손님을
못보니까, 거기 나와서 노점들을 봤지. 또 처음에 북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기
장춘공원. 옛날에 수용소가 있었어. 수용소, 이북에서 나온 피난민 수용소가.
거기 와서들. 거기서 아침 저녁 밥을 주거든. 거기서 잠도 자고, 판자집 만들
어 가지고.187)

흔히 공산주의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사상적 탄압을 피해 남한으로 내려온 사
실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또한 기독교와 대척점에 서있으며 일상세계에서 일
종의 신념체계와 종교적 역할을 했던 판수들 또한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시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의 역사를 구술 기록한
김천년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광복 직후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맹인들이 남산 왼편으로 긴 축대로 되어
있는 담 밑에서 맹인들이 줄을 지어 앉아 노복을 했다. 신문 지장만큼이나 큰
종이에다가 점에 대한 여러 문구를 대문짝처럼 크게 쓴 광고지를 앞에다 펴놓
고 바람에 날아가지 못하도록

4귀퉁이를 돌로 눌러 놓고 앉아서 손님을 기

다리는 여러 맹인들의 모습은 처량한 모양 그대로였다. 하필이면 이곳을 그들

186) 염상섭, 1987,「취우」,『염상섭 전집』,민음사.
187) OH_08_019_이승운_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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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로 선택한

것에 대한 이유로는 남산이란 자연 공원에 산책 나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점, 남대문 시장이라는 큰 시장에 여러 상인들이
많이 모여들어 이곳을 지나다닌다는 점, 맹인들은 95%이상이 이북에서 피난
넘어온 사람들로서 주로 해방촌 근처를 근거지로 두고 천막살이를 하는 사람
들로서 정연명, 오상환,

차동원, 김성민, 원경복, 해방촌 할머니, 신창선의 부

인 김정렬, 조양섭 등 10여명의 가까운 사람들이었다.188)

서울에서 점복업을 하던 이들은 굳이 노점이라는 형태로 거리에서 영업을 할
필요가 없고 주로 집안에서 그리고 알음알음으로 소문이 나서 영업을 할 수 있
었지만, 피난을 와서 사회적 자원이 별로 없는 이들은 길거리에서 가판 형태로
영업을 했어야 했다. 집안에서 영업을 하는 시각장애인도 있었지만, 이들 중 피
난길을 떠난 이들도 있었다. 북한군 점령하에서 노동력 동원이 이루어지는데, 남
성 가장인 시각장애인이 노동능력이 없으니 장모가 대신 나가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고 한다.
전쟁기 시각장애인 점복업자들은 생활에는 큰 곤경을 겪지는 않은 것같다. 오
히려 혼란한 역사 속에서 생계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상황
으로 인해, 한 여성 시각장애인은 전쟁시기 점복업에 입문하게 된다. 원래 북촌
에 거주하던 몰락한 양반의 후손이었지만, 전쟁시기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며
점복업을 배우게 되었다. 접복업에 입문하게 된 과정을 상당히 극적으로 기술하
며, 여성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집안의 반대가 있었냐는 필자의
질문에 “때는 반대고 말고 할 수가 있소? 살기가 너무 죽겠는데. 그나마도 근근
히 살다가 피난만 갔다 와서 정말, 생활이 다 엎어졌는데, 이것저것...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면 돈 낼게 걱정 아냐? 그런데 돈 안받고 가르쳐 준대. 그런데가 어
딨어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댕긴거지. 반대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었지,
뭐.”189)라고 말했다. 점복업을 배우는데 따로 교육비를 지불해야하는 것도 아니
고, 배운 후 바로 영업을 할 수 있으니, 맹인들에게 점복업은 대표적인 생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었다.
반면 맹학교에 입학하는 이들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
188) 김천년, 『맹인실록』, 미간행원고
189) OH_08_019_송만협_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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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이들이었다고 한다. 또한 안마업이 전쟁 중에는 영
업이 잘 안되니, 맹학교나 제생원을 졸업한 이후에 오히려 점복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70년대 초반까지는 점복업이 안마업에 비해 상황이 더
좋았다고 전해지고 있다190). 즉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일 경우 당장의 생
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맹학교에 진학을 하고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생계를 부양하거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계층에 속한 맹인들
은 도제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던 점복업을 통해 생활을 했다. 맹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안마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맹학교에 이료교사로 취직되는 경
우도 있었다.
2) 생존권 인식의 각성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시기까지의 생존권 개념이 민족단위로 사고191)가 되었다
면, 5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개별적 사회조직 단위로 생존권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매음녀의 생존권”, “노점상의 생존권”, “판자집 허물기의 문제” 등이
생존권의 문제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다. “법에 저촉하면서도 생활상의 이익을 추
구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는 빈자들이 아직도 수많이 존재하며 또 그들의
이러한 생활 상태를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을 가지고 개선해줄만한 조건이 여전
히 전무한 이 마당에 강권을 발동하여 그들의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실로
수많은 동포들의 생존권을 박탈내지 위협하는 것이라 단정치 않을 수가 없다.
예컨대 한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단 판자집 허물기가 그것이며, 매음녀의
대책 없는 강제폐업이 그것이며, 노점상에 대한 철수호령이 그것이다.”192)

사회

적인 약자 집단이 “생존권”이라는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
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존권 논의의 특징은 국가의 경찰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 집단들의 실
정법상의 불법적 행위를 통제하는 것에 대항하여, 생활을 위한 기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의 생존권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
190) OH_08_019_이찬영_08-01
191) 동아일보, 1921.12.8. 민족생존권
192) 동아일보 1956.8.19.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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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불법적 행위가 용인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논의가 촉발되는 지점이 있다. 국가의 재정이 불비한 상황에서, 이들의
비합법적 행위를 용인해주는 것이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시각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헌법”의 이념에 근간해 “인간은 그 속하는 국가사회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또 국가는 그런 권
리의 행사를 충족해줄 의무가 있다. 당국은 먼저 세궁민의 생존권부터 보장키
위한 유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193)들이 제기되었다. 생존권의 문제가 사
회를 구성하는 근본규범인 헌법의 원칙에 근간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발생
한 셈이다.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시각장애인들도 생존경쟁의 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
켜가겠다는 의식이 생겨나며, 이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직화가 시작된다. 시각
장애인들에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직화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속해온 행
위였다. 시각장애인들은 조선시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왔다. 식민지시기에도 각종 단체를 만들어 점복업자들은 미신취체
등에 대항했고, 안마업자들은 일본인 안마침술자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해방이후에도 이런 조직화의 노력은 지속되었고, 1954년에는
이종화, 전태환, 황병화, 김필년 등이 주축이 되어 대한맹인회를 조직했다(양만
석, 1996) 1957년 맹인계에서는 전국규모의 맹인단체 창립 운동이 전개되어 대
한맹인역리대성회(유병학), 서울맹인회(김완수), 충남맹인협회(엄병희), 전남맹인
회(오상순), 전남영광원(김택만), 전북맹아학원(권태용), 전북맹인협회(임판성), 경
북맹인협회(이병덕), 경남맹인회(이흥식) 등의 연합 단체가 결성194)되었다.
<한국맹인복지협회 창립 취지서>
우리민족 동포 중에는 약 5만이라는 맹인들이 암흑세계에서 문명, 문화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신음하는 상태를 목격할 때 실로 애석함을 금치 못하며
그들을 위하여 특수한 교육을 베풀어 지식계발과정서 발달을 도모하며 문화수
준을 올리는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국민된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
록 협의 본회를 창립하여 그들이 가진 온갖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국가 민
193)
194)

동아일보 1956.8.19.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말라
「한국맹인복지협회 설립취지문」, 1957.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2004 재인용)

- 137 -

족에 보답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현하 경제적으로 생존경쟁이 심한 이때 실명된 자로 직업이 없어 일생을
보낸다면 사회적으로 막대한 부담이 없이는 전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
으며 사회적 부담도 결코 경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을 초래할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혈통을 이어받은 배달민족으로서 이들을 어찌 방치할 수
있으며 방관시 하리오. 오로지 그들에게는 자영자활의 생활능력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며 보호하여 국가백년대계의 성업을 달성하여야
만 할 것이다.
이상 열거한 사실에 입각하여 그들의 신분보장과 직업보호를 위한 모든 법
령을 제정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며, 국가 사회사업의 하나인 맹
인복지사업을 추진시킴으로서 맹인들의 숙원이 달성되는 동시에 세계 문명국
가와 보조를 같이하고 유용한 인재를 양성하는 길인가 하여 본회를 창립하는
바이다.195)

한국맹인복지연합회는 “의료 행정의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 의정국에 국민의
료법 제59조에 의한 침사, 구사, 안마사 면허 제도를 시행 규칙으로 만들어 줄
것을 청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모든 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으니 추후 검
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장관, 차관, 의정국장, 의무과
장 등 소관 담당관 대부분이 의사 출신들이었으므로, 그들로서는 한의사 제도마
저도 선진 의료 제도 국가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제도로 간주하고 있는 터였
다. 시각장애인 대표 30여명이 이기붕 국회의장 자택을 방문하여 면담을 했는데,
당시 박마리아가 맹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419이후 자유당
정권이 실각되면서 자유당 측의 공약은 무산”196)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안마사 대표 300여명은 을지로 입구에 있던 보건사회부
청사를 점유하고 “의무만을 강요말고, 생존권도 부여하라”“육만 맹인 살리려면,
침․안 면허 발부하라” “맹인사회 무시하고, 문화입국 왠 말인가” “구호양곡 생색
말고, 자립갱생 실천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맹인에게 안마사업권을 보장해줄

195) 「한국맹인복지협회 설립취지문」, 1957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2004) 재인용.
196) 양만석, 『안마사제도사』. 미간행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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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시위197)했다. 안마사업권에 대한 보장이 생존권의 측면이라는 시각이 발생
한 것이다. 양곡구호 등을 통해 시혜주의적인 보호를 받기 보다는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것이었다.
침면허제 때문에 맹인들의 시위는 이기붕 저택 앞에서의 시위, 맹학생 국회
의사당 도립시위 등

연례행사처럼 있어 왔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시위는 60

년 10.14에 보사부 청사에서의 대시위였다. 당시 보사부

청사는 을지로 바로

입구 바른편 모서리였는데 이 날의 맹인들의 시위 때문에 보사부

사무 행정

이 그 하루만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남한 각지에서 동원되어

올라온 맹

인이 100여명 게다가
가까운 사람들이 보사부

서울맹학교와 시내 안마사회 모두 합해서 300여명에
1층을 점거하고 그 기세는 이튿날까지도 계속 종로

서, 중부서, 양 서장이 직접 맹학교까지 나와 맹인 군중을 설득 애무하려 했
으나 군중의 심리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 시위로 인해 침구 면허제가 부활되
었으나 애석하게도 시행 세칙 등을 마련하는데 재력이 딸려서 머뭇거리는 동
안에 5. 16혁명이 터져서 그만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이

번 88년 6. 8의 성과는 우리들의 본래 원하는 것에 비하면 크게 봐줘야 절반
이 될까말까의 성과를 올린 셈이라고나 할까.198)

이렇게 조직적인 활동이 제기되는 이유로는 맹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안마사들
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맹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시위는 대부분
서울과 부산의 국립맹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교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
에 시위가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이 있다. 또한 학교를 중
심으로 시위가 이루어졌다는 현실적인 요인이 존재했다.
197) 동아일보. 1960.10.27.
26일 “아침부터 보건사회부에서 ‘데모’중인 맹인들은 하오 4시경 폭력사태를 야기했다. 이날
상오 10시부터 이병학 사무차관과 이들의 대표인 맹아학교장 이종덕, 맹인 전태환씨 등과의
회담에서 맹인측이 요구하는 ‘침구’ ‘침술’ ‘안마’ 등에 대한 면허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
리지 못하고 28일 다시 관계자 회의에서 토의하자고 산회한 것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한
맹인들은 다시는 보건사회부에 ‘기만’을 당하지 말자고 외치면서 강력한 ‘데모’를 감행하기
에 이른 것이다. 이같은 사태에 직면한 관할 중부서에서는 경찰관 약 50여명을 동원하여 트
럭 2대로 이들을 귀가케 하려 하자 맹인 유도열(35)씨가 소지하였던 ‘지팡이’로 통부유리창
4매를 때려부수고 졸도까지 하는 대소동을 일으킨 후 동 5시경에야 겨우 해산되었다.“
양만석, 『안마사제도사』. 미간행원고.
198) 김천년, 『맹인실록』, 미간행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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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은 조선시대 때부터 독점적 직업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맹인 점복업에 대해 국가가 왕권으로 보장해주었다는 관념이
지속되고 있었다. 식민통치와 해방이후 맹인들의 직업이 안마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권리는 안마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천황제적 자혜와 기독교 선교사들의 자선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식민지기의
시혜주의적 사회사업이 해방이후에는 기독교 중심의 사회사업 영역으로 전환되
었다. 당시 중국의 공산화 등으로 인해 한국에 외원물자들이 집중되는 상황이었
는데, 외원물자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 맹인 관련 사회사업 단체들이 형성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원물자의 유통과 배분, 운영 속에서 많은 문제들
이 발생했다. 또한 기독교인 중심의 사회사업은 “불쌍한 대상”에 대한 동정심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였다.
해방이후 헌법이 제정되어 기본권적 조항들이 형성되었다. 이는 바이마르 헌법
의 영향으로 사회국가의 원리, 즉 사회권적 규정 들이 헌법에 포함된 것이다. 하
지만 구체적 입법과 재정이 불비(不備)했기에 이런 기본권적 규정들이 바로 당
시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법제의 정비과정에서 일본 민
법, 즉 당시 의용민법이 1960년까지는 존속되었고 그 결과 농자, 아자, 맹자 에
대한 준금치산자 규정 역시 존속되면서 맹인들이 공무원 등에 임용되는 것을 가
로 막힌다. 하지만 1960년 민법의 제정이후 이런 능력규정은 사라지게 된다. 하
지만 맹인에 대한 제한 규정은 다른 여러 법에 자격제한적 요소로 존속되게 된
다.
이 시기 안마업권이 미군정의 영향으로 인해 폐지되게 된다. 침술, 구술, 안마
업 등 소위 삼료업이 서구식의 의료체계 속에서는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이다. 하
지만 맹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맹인에 대한 직업교육으로 안마업을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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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안마업 자격을 희망하는 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국립교
육과 직업 정책과의 괴리가 존재했다. 한편 전쟁기와 사회 혼란기에는 시각장애
인 점복업자의 생계 능력이 안마업에 비해 좋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맹학교를
통한 교육보다는 도제식으로 이루어졌던 점복업을 맹인들이 선호했던 것으로 보
인다.
권리의식의 측면에서, 각계각층 집단들의 생존권에 대한 주장이 증가한다. “매
음녀의 생존권”으로 대표되듯이, 각 사회계층들이 생계를 위해 국가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민족 및 국가단위의 생존권 담론에서, 개별화된 집단차원
의 생존권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생존권적 의식은 시각장애인 집단도
일부 수용하면서, 안마업에 대한 권리주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시기의 맹인의 생존권을 둘러싼 사회관계의 구
성, 안마업권의 입법화과정, 그리고 맹인의 권리의식, 법의식의 분석을 통해 시
혜주의적 생존권 형성의 과정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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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권위주의 통치기 안마사 자격의 독점화

해방이후 사회사업 영역의 혼란한 상황들이 점차 자리 잡아가며 사회사업 영
역에서 외원의 역할은 점차로 축소되어갔다. 해방 이후와 50년대 사회사업의 재
원이 주로 외원단체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가의 역할이 소략했다면
이후에는 점차로 국가가 사회사업 영역에 대한 개입을 확대해갔고 또한 이는 사
회복지영역의 창출로 이어져갔다. 단체들을 제도화하고, 사회복지 영역 자체가
전문화되어가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이 시혜주의적 영역으로 표
상되기도 했다. 이런 사회복지에서의 시혜주의적 성격들이 현재에도 문화적으로
잔존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 통치기에는 장애인의 권리 영역에서 “비정상인”
접근은 지속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능력제한적인 결격사유는 지속되었으며, 또한
이민 제한 및 모자보건법에서의 낙태 관련 조항 등 우생학적 조항이 생겨나기도
했다. 국민의 신체적 건강을 중시하는 보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학교의 입학시
험에서 체능점수가 강조되었고 이는 장애인의 사회진입에 대한 장벽으로 기능하
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안마업권으로 대표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은
오히려 공고화되었다. 이는 통치자의 시혜에 기반한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지속적인 투쟁과 청원, 호소의 결과이기도 했다.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주장에는 헌법적 근거와 국제 인권헌장 등 국제적 규범에 대한 인식은
없었지만, 인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는 안마사 노조운동,
시각장애인 여성에 대한 연대 등으로 나타났다.

1. 사회복지 제도화 시도와 시혜주의 문화의 확산
1) 사회복지영역의 제도화
(1) 사회사업 단체의 제도화
60년대와 70년대는 민간의 다양한 사회사업 관련 활동들이 사회복지의 영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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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도화가 시작한 시기이다. 한국에서는 전후 여러 원조기관 등의 사회사업과
한국의 기독교계 단체들의 사회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여러 사회사업 단체들이
1961년에 보건사회부의 명령으로 여러 단체들이 사회사업 단체에 통합했다. 또
한 1961년에는 정당 사회단체 해산령이 발효되었다. 이때 통합된 단체는 부녀보
호사업연합회, 전재아동부양회, 한국부랑아보호지도회, 한국영아보육협회, 대한청
소년기술보도회, 서울특별시 직업소년원연합회, 한국어린이구호협회, 대한경로회,
양로사업협회, 한국불구자사업협회, 한국맹인복지협회, 한국사회복지회, 자력갱생
회, 한국농아협회, 한국불구자복지회 등이었다. 이후 1970년에는 보건사회부 장
관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임의
단체들이 사단법인, 복지법인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 발생한 현상199)이었다.
이후 한국사회사업연합회 산하에 기존의 한국맹인복지협회가 통합되었고, 맹인
복지 위원회가 생겼다. 60년대 이후 원조물자 등의 지원에 힘입어 각지에서 생
겨난 사회사업, 구호 단체들이 법적으로 정비되고 통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한 1963년에는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1963년 12.7. 법률 제 1480호)을
제정해, 외국에 있는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서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해구호 또는 지역사회개발 등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며, 사업 재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는 비영리적 사회사업기관
(외원단체)을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군사원호에 대한 법이 많이 제정되었다. 민간에서 활동하던 사회사업의
영역들이 보건사회부에서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시점이었다. 한편 60년대 후반
이후에는 해외의 원조단체들이 철수하며, 사회사업의 영역의 주도권을 한국인 사
회사업가들이 쥐게 되었고 영향력 또한 확장되어 갔다200).
1968년에는 보건사회부 소관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70년에
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 이런 제도화의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법
인에서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사회복지를 일종의 전문가적 영역으로 바꾸어
갔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인 양만석은 전체 민간 단체의 활동을
통합해, 기존 조직들이 해체되었다고 주장했다.

199) 한국사회복지사업협회, 2007, 『한국사회복지협회40년사』
200) 한국재활재단, 1997,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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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에. 70년에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우리나라
의 사회복지의 사업을 하는 주 대상자를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회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놓고, 좀전에 있던 모든 사회사업
단체들은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한국사회복지법인 한
국사회사업협의회로 바뀐다고 법에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날로. 70년 1월 1
일에 해가지고 4월 21일자로인가. 모든 우리나라. 조금 전의 그 가맹기구들
있잖아요? 가맹기구들이 공중분해 된다고. 법적인 자리를 잃어버린다고. 잃어
버려 가지고 그 후에 사회사업협의회에서 시도지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있
었지만, 그때 다시 그렇게 되니까 시설협회 있잖아요? 복지시설협회가 따로
만들어지고, 그 후에. 만들어지고 일단 기능단체들은 다 공중분해 되고 없어
졌다가, 각 기능별 협회별로 다시. 만들지. 하나씩 만들어. 지금도 사회사업협
의회가 있어요. .201)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한 것은 기존의 사업은 외원에 의존한 타
율적인 것이며 ‘전쟁의 유물’처럼 인식되어왔기에, 사회연대 책임의식의 보편화
로 도약단계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02)
2) 사회복지의 근거인 사회조사기초자료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결
성하고 사회복지의 기초 자료에 대해 조사했다. 사회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복지영역, 특히 장애인 관련한 조사자료들이 수집되기 시작
했다. 1970년에는 『사회복지기초자료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조사는
1968년부터 1969년까지 1,733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변화에 의한 가구구조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였으며 이만갑 등이 참여했다.
“국가발전의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문제로 볼 때
이 두가지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중략)

201) OH_09_021_양만석_06_01
202) 한국사회복지사업협회, 2007, 『한국사회복지협회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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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발은 경제개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성원의 복지나 사회적 안정
이 없이는 경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개발과 복지
정책은 여간 긴요한 것이 아니다.”(이만갑, 1970)
장애자에 관한 조사에서는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대한 해외 사례의 소개가 있
었으며, 또한 조사에 포함된 총 1733 가구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71가구였다
고 한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등장한 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조사에 등
장한 장애자에 대한 소개와, 1961년의 장해아동조사, 1966년의 장애자 조사 등
이 소개되었다. 이 결과, “장해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장해자 수는 전
국에 210,000명 있고 장해율은 인구 10만명 대비로 700을 넘는다. 장해자의 교
육정도는 문맹이 거의 반이 된다. 장애자의 취업은 1/3가량하고 있다. 법제면에
서 장애자복지법, 정신위생법, 정신장애자복지법, 우생법, 장애자생업자금 대여법
등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사정으로 당장 장애자 복지만을 확대할 수도 없는
사정이기는 하나 우선 법자체는 갖춰놓고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단계적으
로 점진적으로 그 내용을 충실히 하여가면 좋겠다.”204)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법은 우선 갖추어놓고 제도화를 했
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관련 복지가 형
성되는 전형적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실질적 시행과 재원확보 보다
는 법자체를 제정하는 것을 통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지만, 실
제적으로는 사회에서의 정당성과 여론 확보가 등한시 된 채, 선진적인 제도만이
입법화된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인권적 성격의 입법과 사회의 법문화와 사회
현실간에는 괴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3) 전문가·당사자의 갈등
또한 사회사업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 당사자들의 의견보다는 비장
애인들이 사회복지 전문가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과 시각장애
인들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는 시혜주의적 사회사업 문화와 결합되는
측면이 있었다. 전문가주의205)는 장애인 들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보
204) 『사회복지기초자료조사보고서』,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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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전문가들이 결정을 대행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사업의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는 보건사회부 및 유관기관과 활동을 도모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 능력, 문서 작성 능력 등이 필요했다. 하지만 시
각장애인들은 이런 행정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사업 영역에서 정부와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재원을 붙투명하게 사용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맹인복지』206)란 잡지를 창간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는 과
정에서 전문가주의의 문제가 발생했다.
사회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제작비를 받기 위해서는 보사부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사부와 관련 기관과의 유관관
계가 중요했다.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시각장애인들 스스로에 의한 사업인지
혹은 이들을 위한 사업인지 당사자주의와 전문가 주의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이
는 장애인에 의한 것(of the blind)인가 혹은 장애인을 위한 것(for the blind)인
가라는 차원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인
가 혹은 시각장애인 스스로 행하는 사업인가의 문제였다.
205) 장애연구에서는 전문가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장애인 권리 획득의 주요요소로 보고 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의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대표되는 장애인들에 의해 침해되면서, 장
애인들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전문사업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다.
206) 친애하는 맹인 여러분!(박정희 연설)
금번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신문인 점자「맹인복지」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맹인복지위원
회에 의하여 그 창간을 보게 된 것을 충심으로 경하하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는 새롭고 찬란한 희망의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마련된
이 대화의 광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회로부터 고립 소외되어, 실의 낙
절망과 자학에 빠졌던 의탁생활에서 탈피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실명된 부자유에서 해방되었고, 자신있는 생활로써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질
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계기로 하여 조국 근대화 과업에 적극 참여 공
헌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의 복지향상에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거니와, 여러분들이 확고한
신념과 정확한 설계를 갖고 국가와 사회에 참여할 때에, 일반사회가 여러분들을 인식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맹인의 교육, 직업보도, 사회복지 등 문화적인
면은 물론, 사회적 지위는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맹인복지」신문은 새로운 차원에서 맹인복지를 위한 공기로서의 사명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
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1966.07.07. 대통령 박정희)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uniListMoreArchiv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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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묘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말이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근데 가만 보면, 이것은 근원적으로 있잖아? 사 그런데, 말하자면,
시각장애인 본인들이 장애인이 직접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서잖아, 그죠? 그
러면 시각이 어떻게 되냐면, 어, 저 사람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말하자면, 구걸하는 걸인쯤으로 취급을 한다고.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거기에
하는데 보니까 인물도 잘 생기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이러면...
저 사람이 뭘... 자기 먹고 사는 건 아무렇게 해도 살 것 같은데, 저렇게 어
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뭐 좀 도와야 되겠다, 이
리 될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영어로 OF the Blind냐, FOR the Blind냐, 그렇게 얘길 하는데... 즉,
OF the Blind는 스스로 하는 사람들 얘기고, FOR the Blind는 위에서 일하
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빨리 그... 일반 저기 정부나 행정부나 관료들 이런
사람들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FOR the Blind 쪽이 훨씬 힘이 세단
말이지. 빨리 원조를 끌어들이고 계몽도 빨리, 전략도 잘 맞아 떨어지고, 계몽
도 잘 세우고 하잖아.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일반 장애인들이... 아, 이게, 멀쩡하게 보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 팔아가지고 지네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런 피해의
식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좀 참여시켜라... 근데 실제로 그
게 다 돈이잖아... 참여시킬 때는 한계가 있거든. 두 번째로 비장애인들 참여
시켜서 일을 시켜보면 능률이 오르잖아. 근데 아무리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을 위한 단체이면 장애인을 위해줘야 되는데... 장애인이 같이 스텝으로 일을
하면 거기 있는 장애인을 먼저 도와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이 반감된다
는 거지. 그것이 점점 갈등으로 쌓여지게 되어 가지고.207).

장애인을 위한 것(For the blind)은 일종의 전문가주의라고 볼 수 있다. 전문
가주의는 행정부나 관료들을 이해시키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훨씬 능률적
이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원조 기금을 받는다든지, 계몽사업을 펼친다던지 하는
측면에서 훨씬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반면, 당사자주의 즉 장애인에 의한 것
(Of the blind)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나 네트워크 등의 차원에서 아무래도 열
207) OH_09_021_양만석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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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소외된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
전문가로 활동하는 비시각장애인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고 공격적이
되고 이들을 “브로커”로 보는 시각도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이 브로커로 인식되게 되는 것은 당시 사회사업 관련 기금이 분배되
는 방식과도 관계가 있다. 현금지원이 아니라, 대부분 원조물자를 판매해 사업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사회사업들이 운영이 되었다. 국고보조금 외에 외원
물자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사회사업을 하는 이들을 이를 판매해서 대
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맹인시각장애인복지회는 당시 사업 기금이 깎여서
외원물자의 판매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원물자에 대한
브로커 문제와 횡령 문제가 발생했다.
외원물자 옷보따리. (구제)그걸 팔 수 있게 안되어 있거든? 실제로 그걸, 그
러면 1인당 1.5Kg씩 나눠 주라고 그랬는데. 전국에 만오천 몇 명한테...아니,
사업을 못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줄때, 말하자면, 그냥 주는게 아니고,
브로커들이 있어 가지고 1/3씩 떼어 주기로 하고 받아오거든? 과정이. 그런데
나는 그 브로커가... 내가 실제로... 그것이 외부 브로커였는지 백이전씨가 자
기가 브로커 역할을 했는지 나도 그것까지는 난 잘 몰라.(그런 사람들 보통
교회에 연계되어 있거나 기독교 관련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 시각장애인
들한테는 그러면 그걸 나누어 주려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219포를 받았는
데. 그게 한 포가 100파운드예요. 100파운드인데...카톨릭 구호위원회, 구제위
원회였던거지.
(분배해주는 단체 중) 에 맹인 시각장애인 복지회가 포함된거예요. 포함됐
는데. 그때 실무진들하고 접촉은 이렇게 된거지, 얘기가. 73년에 법인이 만들
어졌잖아요? 법인이 만들어졌는데 74년에 돈 받기 위한 예산작업을 해야 되
는데 그때에 72년인가 감사를 해가지고,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가 83%가 엉터
리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깎이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것도 깎게 됐죠. 많이 깎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깎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복지회의 점자신문 점자도서 제작비가 국고로 계상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74년 예산에는 시각장애인 쪽으로 예산이 10원도
배정이 안된거야. 법인은 나왔는데.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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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구제물자 받은 것을 판매해 맹인시각장애인복지회의
사업기금으로 마련하려고 했다. 점자신문 사업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에게 배당된 구제물자를 판매했다는 것이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이 사업을
담당했던 백리전과 양만섭이 배임혐의로 입건된 기사210)가 등장한다. 라디오에
서는 “야, 요즘 세상 눈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험한 세상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장님이 장님 등을 쳐먹은 희한한 사건이 생겼어요...”라고 언급이 되면서 횡령에
대한 문제가 사회 문제가되기도 했다.
구제물자를 판매해 사업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계만이 문제가 아니
었다. 소록도에서도 한센병력자를 위해 사업을 하는데, 정부예산이 없어서 구호
물자를 판매해 그 대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211)도 있었다. 정부에 의한 체
계적인 복지가 시행되기 이전, 민간 사회사업자들이 사업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에서 원조로 들어온 구제물자를 판매해서 사업을 운용하곤 했는데, 이는 현
물원조의 폐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현물원조를 현금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모색212)되었다.
시혜주의적 사회사업 영역에서는 국가에 의해 사회사업 단체들이 등록되고 관
리되지만, 재원은 실질적으로 외원물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 제
도화로의 합리화 시도가 존재했지만 실질적 재원 부족으로 인해 사회사업 영역
208) OH_09_021_양만석_06_01
210) 경향신문 1974.6.21. 맹인보조금 횡령. 서울시경 형사과는 21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시각
장애자복지회 상무이사 백리전씨(48)를 엄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무차장
양만석씨(29)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의하면 백씨등은 지난 70년부터 73년까지 전
국맹인들에게 배부할 점자신문, 도서 발간보조비 1천6백만60만8백원을 보사부로부터 보조
받아 이 돈을 인건비, 잡비 명목으로 유용했고 점자기계제작보조금 3백12만원도 멋대로 써
버리는 등 맹인복지사업 보조금 1천9백만72만8백원을 횡령한 협의다. 백씨 등은 또 지난 4
월 28일 전국 11개 지회 영세맹인 1만 6백36가구에 나우어주도록 가톨릭 구제회로부터 받
은 구호용 의류 2백9부대 중 1백45부대를 상인 이재석씨에 1백 70만원에 팔아 이중 1백
40여만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선일보. 1974.6.22.맹인용 보조금 유용. 시각장애자복지회서 천만원
211) 조창원 인터뷰
212) 동아일보, 1970.7.11. 부실 외원구호단체 모조리 정리. 보건사회부는 한국에 와있는 일부
외원단체들의 부실한 구호활동으로 빚어지는 각종폐다을 없애고 자주구호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연내에 외원단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운영이 부실한 단체는 모두 정리하고 원조
방법도 현물원조를 현금원조로 전환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현물원조에서 빚어지는 폐단도
많아 보사부는 앞으로의 외원을 현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원조물
자도입은 지금까지의 면세조치를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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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권리에 근거한 사회복지 제도로 발전되기 보다는 일종의 ‘시혜주의’적 영역으
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입 과정에서 횡령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브로커”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들의 횡령이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다.
맹인 관련 사회사업에서 발생한 브로커와 유사한 현상들이 다른 소수자 영역에
서도 발생하는 경우213)들이 많다. 이는 소수자 집단이 사회의 공식적 의사소통
과정에 익숙하지 않고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브로커들
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구제물자의 배분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자원의 배분시에
도, 브로커들이 구제물자를 분배하는 관공서 들과 맹인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
다. 이들은 서류를 작성하며, 배분된 물자를 현물화하는 역할, 그리고 이것에 대
한 정산의 역할을 담당하며 공식적인 체계와 소수자들의 비공식적 체계를 매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소수자 집단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어, 제
도 및 공식 체계 안에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런 문제는 사
라지지만, 소수자 집단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자원분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브로커”와 같은 매개집단의 역할은 강력해질 것이
다.

3) 사회사업과 시혜주의 문화의 확산
60년대와 70년대의 사회사업 영역에서는 시혜주의적 실천이 강하게 등장했다.
사회사업의 영역이 사단법인 및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되며 제도화가 되기도 하
지만, 한편 사회정책이 시혜주의적 문화로 구성되는 경향도 강하게 존재했다. 1
장에서 분석한 천황제적 자혜의 여성적 표상이 해방이후에도 강하게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방자, 육영수를 꼽을 수 있으며 다른 정치인의 부인들도 이런 문
화를 지속 강화했다.
이방자의 경우 한국사회사업연합회 활동에 관여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들도
이방자 여사를 자주 만나며 교류를 했다고 한다. 이방자는 50년대에는 일본에서
213) 대표적으로 탈북자 영역에서 탈북을 매개로 한 브로커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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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의 무코가와 학원 등을 견학하며 자선사업을 배웠고, 1960년에는 잠행회라
는 자선단체를 서립했다.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는 자행회로 개칭하고 1972년에
는 정신지체아 교육기관인 자혜학교를 설립했다. 1966년에는 신체장애인을 모아
목공, 재봉, 편물 등을 지도했으며 이는 1967년 명휘원(오타베 유지, 2009)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방자 여사님이 한국사회사업연합회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런 것 우리나라
에 사회사업 하는 사람이 다 모이잖아, 거기에. 근데 이방자 여사님도 정신지
체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수원에 나중에 거기 YMCA 뒤에 명휘원이
라고. 자행회를 만들어 가지고 명휘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거기서
수원에 자혜학교를 만들었거든? 그런 관계니까 만나. 하여간 장애인들끼리의
문제니까 만나면 아주 친밀해요. 이방자 여사는 우리는 생전에 자주 만났어.
또 창덕궁이라는데 가면, 우리가 가면 별로 그렇게 장애가 없이. 잘 그렇게
대해주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출입이 자유로웠어요.215)

당시 이방자 여사와 사회사업연합회 활동을 통해 교류를 했던 양만석은 이런
전통이 육영수 여사의 양지회(陽地會)에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양지회는 1964년
이후부터 “정부의 장차관 부인과 국역기업체 책임자들의 부인들로 구성된 사회
사업 단체216)였다.
귀족 부인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그래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우리나라 그 육영수 여사가. 육영수 여사가 양지회를
만들어서 국무위원 사모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고 하는게. 돋보
이는 그런 체제가 됐지217)

이렇게 사회사업연합회 등 자선단체에서 지도층의 부인 등이나 여류 명사 등
이 활동하는 이유는 명망가를 통해, 활동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기금을 모집하
기 손쉬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15) OH_09_021_양만석_06_01.
216) 경향신문. 1964.12.26.
217) OH_09_021_양만석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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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회에 이방자 여사님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네임 밸류가 있잖
아. 일본 유지를 끌어들인다거나, 또 우리나라에서 좀 친일적이었다고 하더라
도... 이런... 사람들을... 그 이방자 여사 얘기라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무시는
못하잖아, 그죠?

218)

이런 활동은 육영수 여사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된다. 육영수
여사는 생전에 다양한 사회사업 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양지회라는 모임을 통해
지도층 인사 부인들의 사회사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려 했다. 이는 일종의 천황제
적 자혜의 모델이 권위주의 통치시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는 정치 지
도자의 부인들이 사회사업 단체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등장한다. 일제시대의 천황
제적 자혜구조에서는 천황은 직접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금일봉을 전달하는 역
할만을 했으며, 구체적인 자선단체 방문은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유사한 모
델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맹인 관련 시설은 이런 방문을 위한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는데, 부랑 맹
인들의 수용시설이었던 대린원은 이후에도 김종필 국무총리의 부인, 이순자, 김
옥숙 등이 지속적으로 방문했다. 사회사업 활동은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제도화되
어갔지만, 이것이 권리의 언어로 표현이 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시혜주의적인 관
계로 재구성되었다. 시혜주의적 구조에는 이를 자선과 자혜의 언어로 사회사업
영역을 표상하고, 정치인의 부인 혹은 딸들의 방문을 통해 인격화된 방식으로
사회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는 식민지적 유산의
계승과 재활성화라는 차원도 있지만 또한 재원이 부족한 사회사업 단체 등이 명
망가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차원도 존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사업영역에서 행해진 사회서비스는 생존권의 차원이 아니라 시혜
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
는 권력자 집단의 인격화된 직접적인 시혜를 통해, 권력자 집단의 자혜로움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218) OH_09_021_양만석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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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마사 자격 회복을 위한 권리청원
1) 능력주의 자격제한과 우생학적 배제
해방이후 민법에서 농자·아자·맹자에 대한 능력제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하지
만 개별법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격제한이 지속되었다. 1951년 제정된 국
민의료법에서는 농자, 아자, 맹자에 대한 의료인 면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
이 지속되었으며 “의료업자로서 부적당한 불구자 또는 폐질자”에게는 면허를 부
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지속되었다.“
능력주의적 자격제한의 요소는 학교 입학시험 등에서도 문제가 되곤 했다.
1960년대에 중학 입학 시험에 체능(體能)이라는 신체적 능력에 대한 점수가 도
입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학생들이 입학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
했다. 체능점수는 국민체위향상을 위한 정부시책220)이었으며 또한 과외공부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장애인 학생들이 학교
입학에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불구 아동에 대한 체능
검사 면제 주장”221)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애인들은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신체적 정상성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의 여러 평가기준에 의해 사
회적 장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정상사회의 규범이 강화되고 경직화될수록, 정상
적 기준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배제되어간다. “신체건강”이라는 것
을 가치로 지향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체능 점수를 딸 수 없었던 장애인들은 입
시에서 배제되었고,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신체건강을 강조하는 요소가 일종의 우생학적 배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우선 1962년 제정된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의 자격이 없는 자로 “정신병자
와 심신모약자”, 그리고 “농자, 아자, 맹자”를 포함시켰다. 「해외이주법」은 제
정당시 “본법은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의 목적을 명시했다.
220) 동아일보, 1968.6.6.
221) 동아일보. 1967.12.6. "「體能(체능)」이란單語(단어)를 없애버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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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심신모약자, 그리고 농자, 아자, 맹자의 경우에는 국위 선양을 할 수
없는 이들로 인식되었다고 보인다. 해외이주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위선양
이라는 집단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인 요소인 신체의 자유, 이주의 자유를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한계에 “본인 또
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라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 조항은 2012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
자보건법에도 존속되고 있는 조항이다. “우생학적” 혹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임심중절 수술이 허용된다는 규정은 한국의 법조항에
서 우생학적 조항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장애인 부모 등에게
임신중절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으로 반인권적 조항이라 수차례 지적되곤
했다.
20세기 초반 시작된 우생학적 사회운동은 우월한 유전자를 지닌 이들이 출산
을 더 많이 하고, 열등한 인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들(장애인 등)에 대한
산아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산아제한 시술 그리고 단종수술로까지도 이어진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신박약증식 방지법」라는 명칭으로 단종을 강제하기도 했
다. 이렇게 정신박약 등 장애인에 대한 우생학적 시술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이들이 자기 절제나 미래에 대한 관념이 없기에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없다
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들은 출산을 통해 문제가 있는 인구를 만들어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단종과 배제를
당연시했다(Pfeiffer, 1994).
한국에서는 “국위선양”, “건강한 신체”의 강조 속에서 우생학적 조항들이 법제
화되었다. 20세기 나찌의 우생학적 절멸이후 우생학적 조항들이 법 규정 속에서
사라져갔지만 권위주의 통치기 집단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황에서 우생학
적 조항들이 오히려 재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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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0년대 안마업권의 실태와 「유사의료법」 제정 논쟁
5·16이후 수립된 국가재건회의는 1962년 의료법을 개정했는데, 기존의 부령
56호는 폐지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신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막히
게 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이 60년대에 투쟁의 결과로 시각장애인들이 획득한 안
마사 관련 조항이 의료법에서 사라졌다. 또한 의료법>222)에서는 의료업자의 결
격 사유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자격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60년 신민법 개
정이후, 농자, 아자, 맹자를 한정치산자로 규정하는 것은 사라졌지만 이는 의료
법의 자격규정으로 남아 시각장애인들이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사
라졌다. 62년의 의료법 이후,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취득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한의사, 의사 등 여러 이익집단간의 충돌하는 이
해관계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 60년대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
다.
<표 6> 63~66년까지의 안마사관련 조항 변경

시기

223)

내용
예규 보의무1421~40429로 안마사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
포하여 신규로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

1963.
12.12.

(가) 이 령은 교육법 제143조에 의하여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
식, 기능을 교육받은 맹자에게 이를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한 안마사의 허가에 관한 사항

222) 의료법[시행 1962. 3.20] [법률 제1035호, 1962. 3.20, 전부개정]
제18조 (결격사유)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 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정신병자, 심신박약자
2. 농자, 아자, 맹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으로서 부적당한 불구폐질자
5.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223) 양만석, 임지봉(2006b)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해 작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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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X. 의료법 제38조 제1항224) : 의료업
무는 의사가 아니면, 치과의료는 치과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는
한의사가 아니면, 간호업무는 간호원이 아니면, 조원 업무는 조산
원이 아니면 행하지 못한다. 단,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자는 예외
로 한다. (나) 안마사의 업무범위는 안마, 마사지, 지압, 전기 또는
기타 자극법으로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행하는 의료보조업
무로 한다는 등의 내용225)이다. 이 예규는 교육법 제143조에 의해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교육받은 시각장애인에게 이를
활용하게 하기 위해 의료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한
안마사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다.
1963년 7월 31일 개정ㆍ공표 의료보조원법에는 약속과는 달리
결격사항에 맹인을 포함
이 예규 제3조 제1호는 “문교부장관이 인가하고 보건사회부장
관이 지정하는 맹학교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 전기 기타 자극법
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안마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1964.10
월

마사 허가에 관한 규정의 존속 여부가 문제시 되었으나

1965.3.2
0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제3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이 폐지되어 안

개정시 의료법 제38조 제1항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고, ‘안마사
허가에 관한 규정’은 모법의 삭제로 다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
었다. <안마사 허가에 관한 규정>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사태

위의 표에 나오는 것처럼 1965년에는 부침을 계속하던 안마사 관한 규정이 폐
지되기 이르고,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은 반발하게 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정
부에 대해 “어려운 국가 재정에 부담을 끼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익힌
224) 제38조 (진료보조자의 제한)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간호원 또는 따로 법률
로써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면 진료의 보조 또는 임상에 필요한 검사등에 관
한 보조를 하지 못한다. 단,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225) OH_08_019_이성재_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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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자립하는 생산적 장애인이 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
고 줄 듯 줄 듯하면서 도로 빼앗아 가는가?” “정부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226)
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보건사회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전해지
고 있다. 정부의 관계자는 이런 조항이 폐지되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빼
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 정책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시각장애인들을 설득
하고자 했다.
“국민의료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삭제는 그간 전란과 혼란 등 어려운 중
에 부족한 의료인 수급을 위한 임시조치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사회가 안정됨
에 따라 정식 의료인으로 교체하려는 안정화 시책의 일환일 뿐, 시각장애인들
의 직업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본디 예규로 허가된 안마사 자격 규
정은 법적 효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니,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
서 반영하겠다. 그러니 제발 지난번같이 보사부 청사를 점령하는 것 같은 데
모는 하지 말라”227)

맹인들의 요구로 인해 당시 서울 맹학교 이종덕 교장과 이료과 교사들은 보사
부를 방문해 맹인들 어려운 사정에 대해 호소하며, 의료법 결격사항에서 맹인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1963년 7월 31일 개정ㆍ공표된 의료보
조원법에는 약속과는 달리 결격사항에는 맹인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맹인들은 보
사부 당국에 항의하였고, 보사부는 맹인들에게는 안마사 면허를 주려고 하였으나
안마사 자격에 관한 모법이 삭제되어 그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의료법 제38조의 단서조항으로 맹인에게 안마사 자격
증을 발급하려면 법조계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230)하였다.
당시 보사부 법무관은 맹인에게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을 내렸다. 그러자 맹인대표자들은 안마사를 갑종 안마사와 을종 안마사로 구분
하고 갑종 안마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침ㆍ구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을
종 안마사는 안마와 지압을 시술할 수 있게 하는 초안을 작성하여 보사부에 제
226) 양만석, 『안마사 제도사』, 미간행 원고.
227) 양만석, 『안마사 제도사』, 미간행 원고.
230) 양만석, 『안마사제도사』 미간행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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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사부는 의사나 간호원도 갑ㆍ을종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안마사 자격증만 갑ㆍ을종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안마사에
관한 규정을 민정이양 전에는 보사부령으로 제정할 수 없으므로 예규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231).
전쟁이후 시각장애인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점복업 종사자의 수가 증가했었지만,
점차 생활이 안정화되고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안마사
의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60년대, 70년대에는 서울 시내에 안마원이
세워지는 등 안마영업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맹학교의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안
마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사회부와 의료법에서는 이를 불법
화하려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교육부 위주의 정부 정책과 보건사회부
의 정책의 충돌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안마업권 쟁취를 위한 투쟁
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1) 유사의료업법의 제정 청원과 국가 자격화의 문제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일제
의 의하여 탄압받던 민족의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한의학이 비과학적이
기 때문에 제도화 될 수 없다는 의견사이의 갈등232) 속에서 국민의료법안에 의
거해 한의사가 제도화되었다. 1960년대에 ‘근대화’라는 담론이 지배하던 시절,
침구·안마·접골은 ‘전근대적인 영역’으로 분류되며 제도가 폐지되고 이들이 담당
하던 영역은 한의사나 의사, 의료기사의 영역으로 재편(조병희, 2003)되었다. 한
의사는 제도화되었지만, 침구·안마·접골은 유사의료로 기존의 면허와 제도는 인
정하지만 새로운 면허는 허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안마사 자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유관
단체들과 더불어 「유사의료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했다. 1965년 6대 국회의 보
건사회위워원회에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안」이 제기되어 위원회의 심
231) 양만석, 『안마사제도사』. 미간행원고.
232) 반대주장을 펼쳤던 이용설은 한의사들은 심장이 어디 있고 무엇을 하는지, 심장혈액과 심
박회수나 혈액의 성분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주장했다.(국회본회의 속기록, 19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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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33)를 거쳤다.
법안의 청원에 대해 “우리나라의 實情이 이런 유사의료업자가 많이 있고 또
일반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본 위원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지금 상당한 기득권자가 일제시대에 자격시험이나
면허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수자를 확실히 본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업자들이 실시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 국민의 많은 수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 법제화를 하고 양성화를 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런 양성화 시도에 대하여 의사회 및 한의사회 등에서 반대가 극심했
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가두에서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235).
법안이 청원된 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사부 관리들은 일본의 법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 일본에는 침구 안마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한
의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법안을 위해 해외 사례
를 참고했다. 유사의료업법 제정 과정에서 盲人에 대한 논의도 제기된다. 당시
보건사회부 법무관이었던 유준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에 의료법 제 28조의 의료법 이외에 따로 법률로 정하는 일정의 자격
이 있는 者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단서를 넣어서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하는 규정
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사 문제에 대해서는 불구자들에 대한 맹인들에 대한
하나의 생활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군정말기에 보사부장관이 안마
사 면허를 해줄 수 있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공인된 국립맹
아학교라든가 국가 경비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양성
되는 안마사는 면허를 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236)

하지만 당시 보사부가 자격을 가졌다고 파악한 이들은 42명 밖에 없었다고 한
다. 정부에 의해서 안마사 관련 자격 관리 시스템이 능률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233) 제6대국회 제49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1965.4.29)
235) 양만석, 『안마사제도사』. 미간행원고.
236) 제6대국회 제53회 제16차 보건사회위원회 (1965.2.7)

- 159 -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유사업자들에 대한 관리와 단속의
필요성, 국가 행정력의 부재에 대해 질타하는 논의가 전개237)되었다.
의료유사업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길전식 의원은 “법을 정식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양성화시켜서 국가가 어떠한 자격기준을 정해가지고 국가시험
에 의해서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유사업자가 더 안

겨납니다. 만

일 생길 것 같으면 자격고시를 치루게 해가지고 그만큼 필요해서 생기는 것이니
까 그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시켜가지고 다니게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게 있습
니까?”라고 했다.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6대 국회
에서만, 보건사회위원회 4회, 법제사법위원회 2회의 심의과정을 거쳤다.
당시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인 鄭憲祚의원은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것238)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
는 것은 앞으로 질적인 향상을 시키고 또 전국적으로 범람해 있는 소위 자격 없
는 유사 업자들을 단속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할진대 꼭 과거 사람들을 자
격을 구제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법의 입법목표가 맹인 등을 위한 사회구제법
인지 아니면 보건의료라는 보편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존재
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966년 9월 19일에 열린 법사위원회에서는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법은 의료법 제2조 및 제25조에 저촉되고, 의료유사업은 과학
으로서의 의료와 구별되므로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을 다른 단독적으로 고쳤
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붙여서 보사위원회에 넘겼다.239)
법제화의 과정과 이의 좌절 속에서 맹학교의 학생과 맹인들은 관련기관에 진
정서를 내고 무기한 동맹휴학을 하고는 했다.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고, 의료유
사업자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240)했다. 이런 동맹휴학에 대한 처벌로,
1966년 7월 11에는 맹학교에 휴교령이 내리기도 했다.
의료법에서는 지속적으로 안마사 규정이 배제가 되었지만 특수학교 교육과정
에서는 안마가 맹인의 직업과정으로 남았다. 문교부의 교육행정과 보사부의 의료
237)
238)
239)
240)

제6대국회 제53회 제16차 보건사회위원회
제6대국회 제53회 제16차 보건사회위원회
양만석, 『안마사제도사』. 미간행원고.
양만석, 『안마사제도사』. 미간행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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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12.7)
(1965.12.7)

행정이 충돌하는 지점이었다. 특수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안마를 학교 교육으로
가르쳤지만, 합법적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 문교부에
서는 1965년 11월부터 맹학교와 농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1967년 4월 15일 문교부령 제181호로
제1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공포함으로써 종전의 안마교육이 법령에 의한 교육
으로 승계241)되었다. 미군정이래 국립맹학교에 대한 감독은 문교부에서 하고, 안
마사업에 대한 감독은 보사부에서 하는 상황에서 국가 행정의 이중성이 충돌하
며 모순을 양산하고 있었다.

(2)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에 관한 법안의 제안
보건사회 통계연표에 등장하는 유사의료업자(접골사, 안마사, 침술사, 구술사)
들의 등록현황 (55년부터 73년까지)에 의하면, 접골사가 최대로 많을 때는 122
명(71년), 안마사는 835명(71년), 침술사 367명(60년), 구사는 200명(60)년 등이
었다. 유사의료업자들에 대한 면허는 식민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
았고 안마사만이 예외였다. 접골사, 침술사, 구술사 모두 60년대 이후에는 완만
한 감소추세에 있었는데, 안마사만이 63년을 기점으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의 수
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안마사 허가에 대한 유
권해석으로 인해 안마사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맹학교에서 안마
사 교육을 받고 졸업한 졸업생의 수가 누적되기 때문에, 공식적 교육기관이 존
재하지 않았던 다른 유사의료업과 달리 안마업의 경우에는 안마사 수 자체가 증
가하게 되었다. 해방이후부터 60년대까지는 시각장애인들이 맹학교 교육보다 점
복업에 종사하는 것을 선호했다. 점복업을 통한 직업

동이 보다 용이했고, 경제

적으로도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63년 이후의 안마사 수
의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60년대 이후부터는 맹학교 등의 공식 교육기관을 선
호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안마사 수의 누적적 증가라는 측면에서,
안마사 들이 다른 유사의료업자들보다 면허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와 욕구가 보다
241) 양만석, 『안마사제도사』. 미간행원고.

- 161 -

강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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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사 총합

그림 7 유사의료업자의 변화242)
유사의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의료’라는 명칭을 떼고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
안마사에 관한 법률안으로 개칭해 보사위원에서 다시 통과하고 이를 1966년 12
월 20일 통과시켰고, 1967년 1월 23일 법사위원회에서도 통과되었다. 이 법률안
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학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 일련의 대내외적인 대책을 마련하였고, 접골사ㆍ침사ㆍ안마사
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접골사는 정형외과가, 침사ㆍ구사는 한의사가, 안마ㆍ마
사지ㆍ지압은 안마사가 할 수 있는 있다”는 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243). 이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학협회와 한의사협회의 끈질긴
반대로 60회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67년 3월 10일에 동법안은

다시 보류되

었다. 그러나 맹인들은 1968년 11월 23일에 한국침술연합회와 함께 침사ㆍ구사
ㆍ안마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인 윤인
식 외의 32명이 동법안을 국회에 제안하였다. 1968년 12월 28일에 열린 상임위
242) 보건사회부 통계연보(1955~1973)를 통해 재구성했다.
243) 양만석, 『안마사제도사』. 미간행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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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소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동법률안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조항인
제3조 제1항에 침사는 초급대학 정도에 해당되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라야 한
다는 단서를 삽입하도록 하고, 이를 보사위원회로 넘겼으나 1969년 4월 17일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한국침술연합회에서는 1972년 1월 11일에 다시
침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보사위원회에 심사위촉했으나 10
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됨에 따라 이것 역시 자동 폐기되었다244).
법안제안의 목적
1966년 12월에 제안된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에 관한 법률>의 목표는
접골사, 침사, 안마사의 자격 면허, 감독 및 단속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2월 20일 열린 보건
사회위원회에서 이 법의 제안245)에 대해 법률의 제안자인 윤인식 의원246)은 다
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에 현재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수천을 헤아리는 침사, 구사, 안
마사가 자기의 각기의 영역에서 맡은 바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들에 대
한 자격 감독 기타에 대한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러한
산만한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민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
각이 되어서 침사 구사 안마사에 대한 규제 감독 내지는 자격 업무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국민보건에 기여코자 하는 생각에서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
입니다.
이 법안의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그들
이 행하는 의무를 법에 따라서 명확히 구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둘째로는 침사 구사 안마사의 자격과 면허를 갖도록 이렇게 규제를 했습니
다.
셋째로 침사 구사 안마사에 대한 결격사유의 면허 취소 감독 벌칙 등을 엄

244) 양만석, 미간행 원고, 이우관 편저, 2008, 『수난의 역정:침구술의 법제화를 위하여』, 침술
연합신문.
245) 제6대국회 제58회 제27차 보건사회위원회 (1966.12.20) 5.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에관한법률안
246) 함평 출신의 공화당 의원. 사회사업 계통의 활동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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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규제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함으로 해서 유능하고 자격이 있는 그
러한 업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 보건에 해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未熟 영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서 이 법을 제
안하게 된 것입니다.247)

법안을 제안한 윤인식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관행적 의료를 법제화해서 국민
보건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의 관련 업자들을 규제하고 감독해서, 국
가의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체계가 실제 사회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의료행위에 기반해 법제화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영역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져서 책임 있는 보건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인 셈
이다. 하지만 이런 법안 제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보편적 입법원칙에 위배
유사의료법이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사
회에서 소위 惡法이라고 해서 반대했다고 하는 것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
니다. 우리 한국처럼 복잡한 의료기관이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왜 한국에는 법률이 이렇게 많고 또 행정을 하는 행정당국에서는 어째서
이러한 복잡한 제도를 만들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결국 행정부에서 일이 없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소일거리로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손해가 누구한테 가느
냐 이것은 우리 국민한테 가는 것입니다.
굳이 이 법을 반대하지 않지만 왜 행정부에서는 자꾸 법위에 법을 만들고
또 기구위에 기구를 만들고 우리 국회에서도 자꾸 법을 만드는 그 의의를 우
리 같은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득권자에게 어떤
권리를 賦與하라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한국의
보건행정은 퇴보하고 맙니다.(민병기 의원)248)

247) 제6대국회 제58회 제27차 보건사회위원회 (1966.12.20) 5.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에관
한법률안
248) 제6대국회 제58회 제27차 보건사회위원회 (1966.12.20)
5.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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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반대는 주로 의사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즉
기존의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에 대한 반대이다. 민병기는 이런 식으로
기득권자에게 權限을 준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장님도 權利를 달라 무당도
權利를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며 이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론으로 보
편적 입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득권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
이 아니라 국민 보건의료라는 보편적 원칙에 입각해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관습적인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일종
의 형식적 합리성(formal rationality)을 강조하는 논의이다. 법체계가 보편성과
규범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상적 원칙에 입각해서 체계화해야하지 이런 식의 원
칙 없는 입법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위의 주장은 구체적으로는 근대적 의
료제도에 위배되는 이단법이라고 비판받았다.
근대적 의료제도에 위배되는 異端法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 일종의 기형을 갖다가 보태는 그런 의료업 제도 체
계화 또는 근대화라는 의미에서는 이러한 법은 있을 수 없는 이단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현재 있고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에 있어서 그 사람
들이 현재 이것으로서 생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으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에 대
해서 생업을 보장해 주어야 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놔야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반대 안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를 법률
로서 항구화시켜서 우리나라 의료업제도에 이원적인 접골사 침사를 두는 것이
의료제도의 근대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느냐 하면 대단히 의문이올시다(이종극
의원)249)

입법화 불필요/ 현상유지의 방침
저는 의사 출신으로서 입장이 있다. 이 안마사는 우리 한국적인 실정에 의
해서 맹인들 구호책으로 벌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형식의 일정한
교육을 시킨 후에 어떠한 종류인가 자격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
다. 안마사에 대해서는 한국적인 실정에 의해서 맹인을 구호한다. 이것이 우
249) 제6대국회 제5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196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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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대로 해오던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여
기서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명에 그다지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실대로 당분간 밀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박병
선)250)

의사출신인 박병선 의원은 盲人들에게 안마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굳이 입법화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안마사 관련 법안 자체에는 반
대하지만, 반대하는 의원들도 맹인들에게 일종의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영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맹인들의 안마업권이 문제를 의료
영역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
음이 엿보인다. 그래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주고, 굳이 법제화는 하
지 말자는 인식도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大韓醫學協會 등 유관 단
체들이 반대가 극심251)했다. 이들에 대해 “아까 말한 것처럼 불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법적 근거가 없지만 종래의 관례에
따라서 사실상 지방장관이 안마사 허가를 허가업무를 지속해 하고 있는 실정이
올시다(보건사회부 차관, 金道昶)252) ”라고 언급하며, 일본에는 한의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양성화하는 법률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한국에는 한의사제도
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조국근대화의 목표와 한시입법의 필요성
당시 “조국근대화”의 기치 속에서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보편적
의료체계를 형성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시의 의료법과 상치되는 것이었다. 다음의 주장은 당시의 딜레마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250) 67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1968.12.5)
251) 동아일보. 1966.7.5. “의료유사법 통과되면 면허증 반환 협조거부 의학협 결의 의료유사
법안 개정에 반대, 만일 동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1만여 의사들이 모두 의사면허증을
정부에 반환하고 보건행정에 대한 협조를 거부키로 결의했다. 국가의료체계를 혼란시키고
의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은 극한 투쟁을 벌이기로 하
고 있다.”
252) 67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196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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折衷案을 내겠습니다 사회정책적인 면을 보면 사실 맹인들에 대해서는 무
엇인가 생계를 강구해줘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현재의 의료
법에 抵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相馳되는 것을 법으로 만들 수 없지만 또 현
실로는 이러한 맹인들을 방치해 둘 수 없는 그러한 進退維谷에 있는 입장에
서 저로서는 현실을 打開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법을 국회에서 만
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相馳되는 법이라도 만들면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한
점에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의 체계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물며 우리가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다에서 이러한 법을 또 만든다고 하
는 것은 물론 현실로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마는 조국의 근대화정책에도 배치가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합시키느냐 할 때 제 생각은 附則 一의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後 二月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
는데... 저로서는 이것을 한시법으로 제정하자 이것입니다. 이 원문은 그대로
살려서 이것은 당장 盲人들은 이 법에 의해서 다 보호해주자 그러나 어떤 시
점에 가서는 아까 백의장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미국의 그러한 유명한 대학에
서 맹인도 법과대학에서 공부한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어떠한 시
점에 가서는 이러한 후진적인 입법은 없애야 될 것입니다. (옥조남 의원)253)

법의 체계라는 형식적 합리성(formal rationality)의 추구와 시각장애인들의 생
계를 보장해야 하는 실질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의 충돌이 등장한다.
법의 보편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대적 조치가 필요하다
는 입장이 상치되지만, 두 목적의 충족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통합이 이루어진 어느 정도의 시점까지 한시입법으로 두자는 절충안을
제안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각장애인이 법과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는
등 떳떳한 직업을 갖는 경우가 있음을 밝히며, 일정 시점에 도달해서는 이런 입
법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53)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출신,

67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196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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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에 대한 예외적 인식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에 관한 법안의 제안>에 대해 근대적 의료제도에
위배되는 異端法이고, 현대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惡法이라는 반대의견이 높았
지만, 입법 반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사의 규정이 盲人에 대한 사회정
책적인 측면에서는 인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 안마사에 대해
서는 사회보건적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의미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켜
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습니다.(조영선)254)”
또한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가령 맹인 즉 불구자 또는 일정한 기술을 가
진 자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직업의 補導에 의의가 있다고 보아서 이
법안을 제안했다. 職業補導라는 의미에서 입법을 해도 無妨하다고 사료된다“라
고 이연식 의원은 주장255)했다. 의료법과 관련 법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해
야 한다는 일반 원칙 이외에도 盲人들의 사회정책, 구호라는 필요성이 입법 과
정에서 상충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체계상 존재할 수 없는 입법
이라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盲人에 대해서만은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들은 공유되고 있었다.
의료업자 교육기관과 자격의 허용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에 관한 법안>의 제안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가 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이다. 의사/한
의사 등은 대학교육과 충분한 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이 주어지는데, 안마사,
침사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용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현
실적인 상황에 기반해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우리 아세아 말하자면 후진에 속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맹인이
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러한 업으로서 한 가정을 유지하고 해온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盲人이라 해서 不具者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이 아니고 참 어느 것이 국토가 아니고 어느 것이 국민이 아닌가 하
254)
2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967. 1.23)
67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196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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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커다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아마 選民主主義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서 대학을 나와서 장기수련을 해가지고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는 분
야다 물론 그러한 생각도 좋습니다. 이상주의적으로...
그러나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러한 현실 구체적인 생활문제에 있어서 의사
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백성을 고루 먹여살려야 되고 참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또 우리 역사적인 오늘날의 현실을 勘案해가지고 이 법이 또
필요하다고 사료((김준태 의원)256)됩니다.

저렴한 의료비용의 효용 민간/민족의료의 필요성
한태윤은 의사회, 한의사회의 찬반여부 등 이익집단의 판단보다 국민보건 향상
이 가장 중요한 입법의 근거라며, “돈을 안들이고 나을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아주 원시적인 方途인줄 알지만 국민보건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서 이것을 取締해 가지고 자격을 향상시켜 가지고 국민들한테 해를 주지 않는다
면 이런 제도는 좋지 않으냐 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257)”라고 주장했다. 하지
만 한편에서는 의사출신인 문태준은 침구술을 과학화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침사, 구사, 안마사는 과학적 의료가 되지 못하여 증상의 악화를 초래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하지만 현대의학의 피해가 적지않다. <멕시코 올림픽> 대
회에 우리나라의 국악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민속예술과
같이 경연을 해서 가장 거기서 환영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의 국악이라고 들었
습니다. 그런데 외국 음악가들이 그 음악에 대해서 악보를 내달라고 하는데
악보를 못 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동양에 음악의 악보가 없는 것은 아닙
니다. 악보가 있기는 있지만 요새 서양에서 말하는 악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
이 음악이 아니다. 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침구술에 대해서 반대하
는 이유가 진실로 침구술을 연구해 가지고 이점이 무엇이고 해점이 무엇이라
는 것을 똑똑히 해명하고 난 다음에 반대한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반대에 앞서서 먼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의술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외국에
서 들여온 것만이 현대적이고 과학적이다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기인되었
256) 제7대국회 제67회 제15차 보건사회위원회 (1968.12.5)
257) 제7대국회 제67회 제15차 보건사회위원회 (196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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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것같으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유학문을 위해서 우리나라 보건을 위해
서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안할 수 없습니다(문태준 의원)258)

당시에도 침구술 등 민간 의학을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가치와 유용성 등을 인정하며 이를 과학적으로 인정해 알아
보자는 견해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었다.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유의 의술에
대한 독자적 시각을 정립하고, 이를 과학화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
었다. 문태준의 의사였지만 서구중심적인 의료관에만 함몰되지 않고 독자적인 의
료체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대한 논의들은 법체계상의 모순, 서양의사259)와 한의사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기각되었고,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업권을 합법화할 수 없었
다.

3) 유신체제하 안마사 자격의 맹인 독점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마260)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기 어려웠던 50년대와 60년대와 달리 70년대에는 안
마업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다. 앞 절에서 언급한 의사협회, 한의
258) 제7대국회 제67회 제15차 보건사회위원회 (1968.12.5)
259) 의사들의 동맹휴업/ 1966년 1월 22일, 서대문구 의사회는 <유사의료업자 및 보건소법>을
반대한다며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260) 매일경제. 1970.6.11.안마사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요즘 도시문화병적인 신경통, 근
육통, 저혈압 환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안마사들의 수요도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일하는 곳
은 일반 가정도 있지만 요즘에는 주로 호텔, 여관, 목욕탕 등이다. 안마사들이 보통 받는 서
비스 요금은 1시간당 5백원 꼴, 안마사협회에서 정한 협정가다. 이 5백원이란 것은 물론 기
본요금이고 실제요금은 이들이 손님을 대하는 접객업소에 따라 다르다. 1류호텔일 경우는 1
천원 정도 받으며 일반 목욕탕에서는 약간 떨어지기도 한다. 안마사들은 1류호텔의 손님을
상대하기를 원하지만 여기에도 비즈니스의 생리가 작용, 호텔 측에 많은 커미션을 내야하고
교제도 해야 한다. 따라서 안마사들이 독자적인 간판을 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는한 받는 돈
이 모두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업소에 중개수수료를 3~4할 정
도 지불해야 한다. 안마사들의 대부분 “안마원”이란 곳에서 먹고 잔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를 뺀 나머지 돈을 안마원에 내좋게 된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순수한 수입은 1건당 1백여원
정도로 한달 고작 5천원 정도 손에 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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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협회 등의 반대와 사회적인 논쟁 등은 유신시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1971년 3월 3일에 보사부는 의료법 개정 준비를 하면서 안마사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정지하였고, 1973년 2월 비상국무회의에서는 의료법을 개정
ㆍ공표하였는데 법률 제2533호인 이 개정 의료법 제62조 제3항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사부령으로 정한다고 규
정하였다. 보사부는 이를 근거로 하여 1973년 10월 31일에 부령 제428호인 간
호보조원ㆍ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공표하였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에 대한 근거가 발생한 셈이다. “안마사에 관한 정의와 업
무한계, 자격요건, 자격증 교부 절차 그리고 시술규정과 안마사 양성소 설치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어 우리 안마업 진영의 모체”261)가 된 것이다. 여러 이익집
단의 견제와 갈등으로 인해 입법화가 될 수 없던 상황이었지만 유신시절 국회가
부재한 상황에서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입안되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충돌이란 측면 이외에도, 보편적 입법의 위배, 근대화에 위배 등 다양한 반박논
리와 비판이 있었지만 이것은 법안에 포함되었고, 관련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런 규칙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73년 개최된 비상국무회의262)의 결과인
데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 이경호는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고, 바로 의결되었다.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1962년 3월 20일 현행 의료법이 제정공포된 이래 10
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회여건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응급환자의 진단거부 의료보수의 부적정 등 의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
적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서 국민의료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변화된 현실에 부흥하고 나아가서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유신과업의 총화적인
전진대열에서 국민을 위한 진취적인 자세를 확립하도록 의료에 관한 제도적인
모순을 제정하고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려
는 것입니다263).
261) OH_08_019_이성재_08-01
262) 비상국무회의 회의록 의료법 개정법률안(제9회) 1973.2.9.
http://theme.archives.go.kr/next/cabinet
263)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인 이경호는 88회 보건사회회의록(1973.10.29.)에서 맹인 안마사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래 안마사는 盲人生活輔導策으로서 이 제도를 採擇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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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제도적인 모순을 확대시키는 측면도 있었지만, “유
신과업의 총화적인 전진대열에서 제정된 법안”에 대해 사회 각층에서 반대를 하
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개정된 1973년 2월의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 전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
제62조(안마사) ①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
다.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
로 정한다.

이후의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내에는 여전히 의료업자의 자격제한이 농
자/아자/맹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법내의 모순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법의 모순
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시행 1973.10.31] [보건사회부령 제428호, 1973.10.31, 제정]
제9조 (안마사의 자격)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에서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맹인
2. 중학교과정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명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더욱 직업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안마사 제도는 의료 제도 일반에 속하기 보다는 시각장애인의 직업보
도라는 사회정책적 성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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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에 한한다)에서 2년이상의 안마수련과
정을 이수한 자
②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마사자격인
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3.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사진3매(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명함판)
③도지사는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73년의 시행령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에 대해 독점적 자격을 갖게
되었다. 국회가 재개된 후 1975년 의료법이 재개정 되었을 때, 비시각장애인들
이 자신도 안마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로비를 펼쳤지만 이는 좌절되었다고 한다.
오히려 맹자의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생기며, 맹인들의 안마업권은 공고화되었다.

의료법
[시행 1975.12.31] [법률 제2862호, 1975.12.31, 일부개정]
제61조 (안마사) ①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2호264)의 규정에 불구하고 맹자에 대하여 자격을 인
정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
정 1975·12·31>
③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
로 정한다.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1975·12·31>]

264) (제8조 (결격사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2. 농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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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2월 13일에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농자ㆍ아자ㆍ맹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정할 수 있
다는 규정으로 통과되었다. 1975 12월 17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1973년
제정한 의료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마사에 관한 조항을 통과시킨 후 1975년
12월 31일에 의료법 제2862호를 개정ㆍ공포하였다. 이로써 맹인들은 비시각장애
인의 안마업 진출을 막고 안마를 맹인의 전업으로 발전시킬 수265) 있게 되었다.
당시 법률의 심의과정에서 김봉환 의원은 의료법의 자격자 제외규정에 맹인
관련 규정이 들어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73년 발효된 보건사회부 시행령이
모법과 충돌되는 지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밝힌 입법이라고 한다.
안마사 조문 후단의 “이 경우에 제 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맹
자에 대해서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안마사는 의료법 제
8조

제 1항에 의해가지고 맹자라든지 혹 농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령 428호 간호보조원 의료유사
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안마사는 안마와 “맛사지” 지압을 포함시
켜 가지고 맹자와 실명자에 국한해서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법 모범에 현재 위반되는 시행령을 보사부가 정해가지고 시행하
고 있다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와같이 정
부가 제안한 것은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266)

안마사 입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첫째, 보편입법 원칙과 특수한 감
정적 정치적 요소간의 갈등이고 두번째로는 서구적 근대적 의료체계와 전통적
민간 의료체계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 갈등의 경우 이는 일종의 인
식론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이자 무엇이 과학이냐에 대한 갈등이다. 이 갈등은
당시 이미 제도화된 영역의 전문가들이 입법권을 가졌기에, 공식적 서구 의료
체계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민간의료의 제도화라는 방식으로는 권리를 획득할
자·맹자)
265) 양만석, 『안마사제도사』. 미간행원고.
266) 제9대국회 제93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1975년07월05일) 1.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의료
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청원(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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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 법안 입안자들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관련 입법은 의료적 목적의 입
법이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측면의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중재되기가 어려웠지만, 보편적 원칙과 특수한 감정적 요소가
대립할 경우, 이는 전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손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신시기 통과된 대표적인 사회법의 예로 의료보험법이 있다. 전광석은
“1972년 개정헌법 이후 시기를 특징짓는 민주주의 불모의 시대에 최초로 <의료
보험법>이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설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민의식의 성장을 견제하고 보상의 기대
에 상응하는 당근정책이 필요하였다”(전광석, 2010: 191)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시혜적인 정책들을 단순히 당근정책으로 보기 보다는, 당시의 시대적인 정
치·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원칙상 법치국가와 사회복지국가는 민
주주의 없이도 가능하다(125)”라고 말한바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은 “온정
주의적으로 부여된 권리”의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시민들의 공동의 실천을 통해
자율적으로 획득된 시민의 권리라기보다는 시혜주의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 권리
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권리획득을 단순히 일방향적인
시혜주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업권의 경우를 살펴보면 온정주
의와 시혜주의가 시여자의 의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집단의 권리청원이 강력하게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이런 권리 획득이 발생했던 시기는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로, 자유권과 보편적
인 인권이 부정되던 시기였다. 이런 인권의 암흑기에 시각장애인의 직업권이 보
장되었다는 것은 인권의 아이러니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수자의 권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소수자의 사회에 대한 요구는 특
수하기에, 보편적 정의와 규범의 언어로 환원되기 어렵다. 역설적으로 보편적 정
의와 인권의 존중이 무너진 틈바구니에서도, 소수자의 권리는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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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장애인 집단의 양가적 권리의식: 시혜와 평등
1) 시혜주의 권리청원: ‘살아있는 법’의 주장
유사의료법 및 침사, 구사에 대한 법률화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盲人들만이 독
점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盲人들의 독특한 사회적 지위가 작
용했다.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직업권리를 지키기
위해 데모, 청원, 호소 등 다양한 전략을 펼쳤다. 맹학교를 중심으로 동맹휴학,
데모 등을 많이 했다. 60년 11월의 시행령 55호와 56호가 발효되고 수정조항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
인들은 애초에는 데모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당시 사회의 민주화 분
위기를 타고 사회각계각층에서 생존권을 주장하는 데모가 많이 일어났다. 3장에
서 서술한바와 같이 각계각층에서 “생존권”에 대한 주장이 강화되어갔다.
여론 눈치만 보고, 뭐라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야,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근데, 우리도 그 당시에는 데모는, 이때는 하지말자는 역설이 굉
장히 많았어요. 왜 우리가 데모를 많이 하지 말았어야 하느냐, 이때. ‘종
로3가에 있는 창녀들도 창녀 자격증 달라고 데모를 하더라.’매음행위도
생존권이니까... 외국에는 공창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그런
요구가 있을 법 하죠, 근데 그런 데모를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미룬거예요.268)
그래서 시각장애인 내부에서 데모의 방식보다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
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시각장애인들은 사회지도층의 인사들
과 많은 교분을 갖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사업 단체에 이
사로 박마리아, 임영신이 관여하고 있었고, 또 여성 국회의원이었던 이매리가 시
각장애인계와 친하게 지내고 시각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종사하던 안마업, 점복업의 특성상 정계나
268) OH_09_021_양만석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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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등의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다. 안마업은 일제시
대의 유산으로, 소위 상류층의 문화였기 때문에 안마업소들은 처음에는 호텔 등
에 설치 되어있었고 개인 고객들은 일본식 안마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많았다.
이런 인사들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점차로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해결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직업 행동에 나서서 데모를 하기도 했다. 아무
래도 훨씬 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의사협회 등에게는 시각장애인들의 로
비력이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데모를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단체
행동을 하기 어려워 서로의 몸을 묶어서 데모에 나가기도 했다.
둘째날은... 저기 종합청사, 중앙청. 그때 중앙청이죠. 중앙청을 가려고 출발
을 하는데... 거기 학교에서 가깝거든, 효자동에서? 첫째날은 택시를 타고 쭉
갔고... 둘째날은 쭉 줄서가지고 줄을 잡고 가는데... 아참 옛날 호랑이 담배피
던 시절 얘기지, 경찰관들이 앞에 줄잡고 가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밧줄
을 끊을 것 아냐? 중간중간 몇 명씩 이렇게 끊으면, 앞에 끊어가지고 그걸 끌
고 가면, 그냥 앞에 사람 가는 줄 알고 따라 갈거 아냐? 잘라가지고 딴데로
끌고 가는거지. 그래서 한바퀴 돌아가지고 도로 맹학교 쪽으로 (웃음) 데려가
는거지. 셋째날은 이제, 청와대를 가자, 이렇게 됐죠. 거기 바로 앞이니까. 이
제는 줄도 필요없고, 자꾸 잘라 가면 안되니까 손붙잡고 가자269)

더욱이 서울맹학교가 청와대에서 가까운 곳에 었기 때문에 위치가 주는 효과
도 있었다. 일제시대에 선희궁터에 지어진 맹학교의 교사는 청와대에 인접해 있
기에, 이들의 데모가 갖는 사회적 효과가 더욱 큰 측면이 있었다. 1960년의 국
무회의록270)에는 수차례 맹인데모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며칠 한 모양이예요. 거기가 왜냐면 저 맹학교가 바로 청와대에서 가깝잖아
요. 청와대... 꼭대기 2층인가 3층 꼭대기에서 막 애들이 꽹가리 치고 막 그러
면 시끄러워. 청와대 거기 들리게 한 모양이라. 밤중에도 그러니까 경찰이 단
속하잖아요? 그때 아마 내가... 국회의사당이 그때는 시청 앞에 있었잖아요?

269) OH_09_021_양만석_06_01
270) 경회루 관리 및 맹아학교 학생의 데모에 관하여 (제48회) 1960.10.26. 국무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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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그때 미국에 무슨 국무장관인가 오는데 아마 애들이 거기에 나갔던 모양
이대요. 붙들려 들어가고 그러던게 기억나요.271)

1961년 이후 의료법이 제정되면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에 대한 면허가 폐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직업 대책 위원회 대표들은 “
백방으로 활동하던 중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부인 육영수 여사와 전화통
화가 이루어져 시각장애인 안마업계의 당면 과제에 대하여 호소하였고, 육영수
여사로부터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과 그에 따른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되었
다.272)”라고 전해지고 있다. 육영수 여사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약속
했다는 주장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1963년의 보건사회부 예규가 등장한 때로 보
이며, 이 예규에 기반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권리 주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
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이익단체들로 인해 지속될 수 없었고 다른 방식으로 입
법운동을 펼쳤다.
1966년 2월 9일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은 유사의료업법안이 폐기된 것에 반
대해 일제히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당시 맹학교의 학생들은 “의료유사업자법이
생기지 않으면 장래 살아갈 길이 없어지는 것”이라 주장하며, 이런 처사는 사회
의 그늘에서 사는 맹인들의 생활수단을 앗아가는 수단이라 주장하며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고 했다.273)
서울맹학교 학생 200여명은 의료유사업자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면
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가, 지난 7일에는 한 떼 데모를 벌였고, 그리고 11일는
국회의사당 앞까지 나가서 농성을 하기도 했다. 1966 7월 11일에는 문교부는 국
립서울맹학교에 무기 휴교령을 내렸다. 1966년 7월 내내 시각장애인들의 시위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다. 시각장애인들이 국회에서 시위를 할 때 “국회경비대와
충돌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그들은 동료를 경비대원으로 오인하고 서로 치고
받기도”274) 라는 기사도 등장한다.

271)
272)
273)
274)

OH_09_021_이종관_06_01
OH_09_021_양만석_06_01
중앙일보. 1966.2.9. 「맹학교생들의 농성데모/ 의료유사업자법안 폐기 기세에 항의」
경향신문. 1966.7.8.

- 178 -

그림 8 맹학교생 무기한 맹휴.
조선일보 1966.02.10

박정권 때도 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시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사전 정보
를 입수한 경찰이 와서 학교를 지키는데, 못 보는 아이들이라 정문만 굳게 지
키면 될 것으로 알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뒷산 담을 넘어 밖으로 나
가 소등을 피우자, 다급해진 경찰은 교장실에 들어와 애꿎은 맹인 교장만 주
인이 머슴을 혹독히 나무라듯 하는 것이었다. 교장 자신이 맹인이니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그 이듬해 여름에는 맹학생들이 삼삼오오 국회의사당 문 앞에서 집결해 있
다가 갑자기 의사당으로 밀고 들어가서 난장판을 벌였다. 남학생들은 소리 지
르고 여학생들은 울고하니 경비원들도 거의 수수방관이었고, 책임자인 듯 건
장한 사나이가 권총을 휘두르며 들어와 학생들은 놔 두고, 부하 경비원들에게
눈을 뻔하게 뜨고도 눈감은 아이들 100여명이 모여드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
냐며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것이었다.275)

275) 김천년, 『맹인실록』, 미간행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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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시위는 1966년에 절정에 이르렀다. 동맹휴학, 국회의상당에서의
데모를 통해 자신들의 생존권 문제의 절박함을 사회에 알렸다. 이런 과정을 거
치며, 유사의료업자법 심의과정에서 안마업권이 시각장애인의 직업보도이며 생존
권이라는 인식이 점차로 높아져 갔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의 체계성, 보편적, 근
대적 입법에 대해 강조하던 의원들도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에 대해서만은 예외
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집단행동과 이를 정치적 로비로
연결시킨 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73년 유신시설 이를 시행령으로까지 만들 수 있던 과정에 대해서 시각장
애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시는 비상국무회의에서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통과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 법, 의료법을 1973년에 만드는데 말이예요. 71년에 이 시행령이 잘못됐
다 해가지고 폐기시켰잖아, 그죠? 폐기시켰는데... 폐기시키니까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을 것 아니예요? 그래, 그 당시는 유신체제였거든? 유신체제에서는
국회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법 다루면 끝이야.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하고
공포하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안마사조항이 들어가는 법이 바로 일사천리로
제정이 된다고.276)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대통령에게 시각장애인의 시위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
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권 등 고위층 인사들이 안마를
즐겨 받았고,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정관계 인사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
다. 시각장애인인 양만석은 대통령에게 안마업권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독점적 권
한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안마고객을 통해 청원했다고 주장했다.
시위 한 걸 대통령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거
잖아. 자료를 주고 여자들이 왕왕대고 울고 하는 것을 녹음을 한 자료를... 그
때, 청와대에 박승규라고 있는데... 사정담당 비서가 있는데... 박승규씨가 둘쨋
날 대통령 집무실에 가지고 들어가서 잠깐 대통령 듣게 했단 말이지. 당연히.
내 동생이 했으니까. 내 동생은 그 당시 백남빌딩 9층 1호에 클라크 헬치라고
276) OH_09_021_양만석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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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헬스클럽 처음 도입한 사람이야.
그 클라크 헬치, 그 헬스클럽에 마사지실을 개설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초
창기, 처음 된거니까 우리나라에 한다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드나든거지.
홍성철 장관도, 박승규 비서관도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전달했는데, 처음에는 그 자신도 이것이 어느 정도 파장을 일
으킬지 몰랐단 말이죠.277)

73년 비상국무회의의 결정과 75년 맹인 독점조항의 유지가 어떤 의사결정과정
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당시 국무회의록과 국회 회의록
의 자료를 통해 보면, 안마사업권에 대한 보장은 “맹인의 직업보도”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여러 이익단체와 국회의원간의 의견을 조율해 결론내린
것이 아니라, 유신헌법 하의 비상국무회의의 일방적인 의결에 의해 가능했던 것
이다. 이 결단을 누가 주도했는지, 이 결단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에 대한 시
각장애인계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고결정자의 결단 없이
는 입법화가 가능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의료법의 목적이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데 있지만, 안마사 조항은 일종의 사회정책적278) 목적으로 인해 규정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양만석은 권위주의 시절의 의사결정과 합리화된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비교
하면서, “합리주의적인 사회는 아주 부당한 방법이 처음부터 별로 논의가 되지도
말아야 될 것이 있지만... 일단 사회가 이런 문제 피기 시작하면... 해결하는, 수
습하는 방안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위주의 사회 같은 데
서는 이상한 인권침해는 잘 일어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기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만 생기면 그걸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빠른...279).” 이라고 주장했다.
277) OH_09_021_양만석_06_01
278) 안마업권이 의료법 내에서 규정이 되기는 하지만, 침술과 구술이 불법인 상황에서 안마업
자체만은 의료행위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움 점이 있다. 한국에서 안마는 일종의 퇴폐향락 문
화라는 시각이 강하게 퍼져있는데, 안마업이 성매매와 결합하게 되는 역사적인 계기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안마업이 의료업의 일반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특수한 조항으로 허가를 받게
된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279) 민주화 이후의 헌법재판소 소송과 같은 과정을 거칠 때 시각장애인들은 마포대교에서 시
위를 했고 한강대교에서 투신을 하며 시위를 했다. 또한 2005년의 위헌 판결이후 시각장애
인들 2명이 자살을 하는 일도 있었다. 시각장애인의 특수한 권리를 보장하며, 보편적 입법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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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주의적 구조 속에서 권리획득은 권위주의적 통치자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로
가능할 수 있었다.

2) 시각장애인의 권리의식
시각장애인들에게 법과 인권은 어떤 의미였을까?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등
이 존재했지만, 이런 규범적 인권은 어떤 식으로 이들에게 인식되었을까?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 주장이 문헌화된 규범에 근거한 것인지, 혹은 “살아있는 법” 자
체였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권리 의식에 대
해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논설이 시각장애인의 잡지에 수록되었다.
시각이 우리 인간의 전부요, 또한 절대도 아님은 물론 육체를 구성하는 많
은 기능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
장 소중하고 또 객관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정
신 상태라고 할 것이다.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전하고 훌륭하게 잘 났
다고 해서 그가 곧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체적으로는 불구
라 할지라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훌륭한 정신이나 사상으로 사회에 공헌할 때
에 사회에서는 그를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인간
이 구성하는 인격은 육체가 아니라 곧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이 알아야
한다.
우리 맹인들이 지니고 있는 숭고한 정신과 때 묻지 않은 사회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는 사회정화를 부르짖고 있는 현실에서 그 지표가 되고 새로운 비전
으로 내 세우기에 족하다고 보겠다. 우리는 인간됨에 있어 정안자보다 높은
차원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가져야겠다280).

『맹인복지』라는 잡지에 등장한 사설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의 인권의 근거로
불구의 몸이 아니라 정신이라 주장하며 불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맹인 역시 인권
의 담지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맹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훌륭한 정신과 사상, 그
280) 『맹인복지』. 「세계인권선언문과 맹인의 인권」 71호, 1967.12.10.

- 182 -

리고 인격이 맹인 인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은 점복업에 종사하던, 안마업, 침술업에 종사하던 간에 법
의 영역과 많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법에 의해 많은 제약과 통제가 이
루어졌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실정법에 대한 고민과 법을 통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 사회에서 사회의 한 성원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한, 항상 이 같은 권리
의 한계성에 대한 문제를 판단해야 할 때가 일상생활 가운데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평소에 법률에 대한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자기의 권한을 보호하
고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일인 것
이다. 우리 맹인들은 안마업이나 역리업을 하면서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많은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은 물론 우리들이 사회 생활
속에서 필요한 최소한 법령과 그에 대한 상식을 익혀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에 대한 것을 박탈당하지 않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어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인권선언일과 인권옹호주간을 보내면서 이
런 강조주간을 맞을 때만이라도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내주기를 바
라는 것이다281).

또한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맹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이어져서 버스나
택시 등에서 맹인을 승차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맹인을 보면
재수 없다”는 시각은 무당들이 맹인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는 관점에서 출발했지
만, 이것이 사회 일반화되어 있었고 한국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적 시각이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황실씨가 이를 건의해 법무부는 맹인들에
대한 승차거부가 인권침해이기에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내무부 장관과
교통부 장관에게 전달283)했다. 사회적 차별을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
281) 맹인복지, 327호. 1972.12.17.<인권옹호주간을 보내면서>
283) 경향신문. 1965.12.24. 인권의 침해: 맹인승차 거부 시정책을 건의
법무부는 24일 상오 요사이 ‘버스’나 차장들이 재수없다는 이유로 맹인들의 승차를 거부해오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시정책을 내무부 장관과 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법무부는 앞서
맹인신문 대표 黃實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보고 이와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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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극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법과 권리는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법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어려움
을 많이 겪기도 했으며, 법이 일종의 투쟁의 준거가 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들
은 법에 의해 자격이 보장되는 권리를 갖기도 했지만, 법에 의한 구속과 제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국회의원의 된 정화원(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은 70년대 침사로 활동하며 법에
의해 규제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막 겁을 주고, 뭐, 이런데는 불법이다 오지마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데리
고 가고... 뭐, 뭐 그래가지고 가서 조사받고. 연행이 되죠.

<보건범죄 단속에

의한 특별법>. 그게 이제 의사들이 만들었죠. 의사들이 <의료법>은 법을 약하
게 만들고. 의사 자기는 사람을 죽여도 그냥 뭐 별것 아닌 불구속 입건 되고
아무것도...그것은 보건범죄에 의한 가중처벌법이든가

284)

정화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활동을 하게 된 계기 역시 입법활동을 통해 시
각장애인에 내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양만석은 법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어릴 때부터요. 장애인 문제 같은 건, 법률에 의해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사회계몽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을 하면서 계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 법 때문에 한이 맺히게 자라온 이게 바로 이, 저기 침사·구사·안마
사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죠.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요. 법에 관심이 전혀 없이. 별로 법에 저촉되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뭐, 법으로 인해서 삶이 구속되고 이런 경험들이 일상
동아일보. 1965.12.24. “장님 태우면 재수없다” 승차거부를 입건
24일 오전 법무부는 “장님을 태우면 재수없다”고 승차를 거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내무, 교통 양장관에게 통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말 시내 돈화문 앞길에서 맹인
이영서씨 등 두명에게 승차거부한 택시운전자와 버수 운전사에 대해 승차거부혐의로 입건하
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284)OH_09_021_정화원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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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별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이예요. 법 때문에, 법 때문에. 장애를 입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
라. 장애를 입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는 그 법의 장막 때문에 항상. 인생을 걸림돌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아프게 생각을 하고 해결할 길을
찾게 되겠죠?285)

여기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법의 장막”은 의용민법에서의 농자·아자·맹자에 대
한 준금치산자 규정과 의료업에서의 자격 제한 조항, 안마업에 대한 금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60년 이후 민법 개정시 맹인에 대한 한정치산자 규정은
제거되었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의료법에서는 이런 자
격제한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법이란 권리 쟁취의
수단이자,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있는 법의 장막이었다. 민법에서 행
위능력에 대한 규정은 원래는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보호는 커녕 장애인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했다. 시혜주의적 법 구조
와 법의 “비정상인” 접근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은 저항286)했으며, 법에 의한 제약
으로부터 법에 근거해 권리를 쟁취하고자 노력했다. 시각장애인들은 법에 의해
구속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했다. 그래서 법에 의한 강제와 제한에 의해 자신
들의 능력이 규제되고 제한되는 경험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법을 근거로 해방을
추구하며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안마
사업의 역사는 법에 의해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펼친 역사이다.

285) OH_09_021_양만석_06_01
286) 시각장애인들은 학구열이 높은 편이다. 방송대 등을 통해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인 권인희 씨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법학박사 학위를 서강대에서 취득했다. 권인희, 2011.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헌법
적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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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숨통 트일만큼”의 권리와 연대: 노동조합과 안마사협회의 결성
시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66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의
거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당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은 선회업287)에서 안마원
운영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안마원에서 원장이 고용을 해서 영업을 하는
방식이 생겨났다. 50년대에는 안마원이 주주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전
화비, 집세, 광고비, 기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60년대
이후에는 원장제 안마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주제 안마원에서는 전체 안마사
가 운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광고의 투자를 하기 힘들었거나 안마사들의 불
화로 인해 활발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원장이 권한을 갖고 운영을 하
는 원장제 안마원으로 전환288)되어 갔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처음에는 소수의
원장만 잘 살게 하는 제도라고 반대가 큰 편이었다. 안마원 운영을 하는 원장들
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주지 않자, 시각장애인들은 노조를
결성하게 된다.
권리구제를 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 제가 61년 2월에
졸업해서 학교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 뭔가 대항을 해야 되겠
는데... 안마사들로서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까. 종업원이 열여섯명인가. 이상, 이하 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이 적용이 되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가 뭘 찾아냈는가
하면. 전국연합노조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 형태의 복합 조합원들. 거기 가서
이제 의논을 하는데. 안마사의 경우에 단일업종에 있는 개인기업, 이렇게 보
지 말고, 안마사라는 업종을 하나의 조직으로 보자.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안
마사의 수가 20명이 넘으면 단위 노동조합의 결성요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
게 해가지고... 한국노총의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받아 냈는데... 그 당시 연합
노조 중부 사무실이 영락빌딩 317호였는데289)

287)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는 것을 일컷는다. 70년대까지는 시각장애인들이 도심지를 돌아다니
며 안마를 할 고객을 찾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288) 양만석, 『안마사 제도사』, 미간행원고.
289) OH_09_021_양만석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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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유권해석과 자문을 받아서 안마원 소속 35명 중 27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전국연합노조290) 산하 서울특별시내 안마사 분회로 노동조합을 결성했
다. 노동조합을 결성해 안마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는데, 해고와 관련된
것, 안마사 요금과 안마사에게 지급되는 비율, 임금 등에 대한 교섭을 할 수291)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를 노동이라 생각했기에, 고용이 되어 종업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형태로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발생했다.
당시 연합노조에는 요식업 종사자, 미용사 종사자, 서비스 직종, 등 여러 업종
에 속하는 이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안마사의 경우 단위업소 종사자가 열여섯명
이 안되어서, 노동조합 결사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해결하기 위
한 방법으로 연합노조에서 안마를 일종의 단일업종으로 보고 연합노조의 분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다고 한다. 연합노조에 가기 전에 법에 대해 숙지를
하고 가니, 노조에서는 호의적이었다고 한다.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고 지도를 받
았다고 한다. 노조 회비로는 매월 1인당 40원292)을 지불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파고다공원 같은 데 가면, 글씨를 잘 아시지만 별로 나이 많
아서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일당을 드리고 모
시고 다니면서... 역시 내 눈 노릇을 하게 해서...”293). 파고다 공원에 있는 노인
들에게 법전을 읽어달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을 익힌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된
안마사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다.
안마사 노조는 3년간 지속되다가, 안마사협회가 창립된 후 해산하게 된다. 원
래는 “안마사들이 인권 침해”를 많이 당해서 시작했지만 원장 역시 시각장애인
이므로, 이를 안마사 협회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형성되면서
안마사 협회의 활동영역으로 통합되었다. 원장과 안마사의 관계가 주종관계가 아
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싹트며 노조는
해산294)되었다고 한다.

290)
291)
292)
293)
294)

한국노총에는 당시 16개의 산별 노조와 1개의 연합노조가 있었다.
OH_09_021_양만석_06_01
당시 안마사 월급은 3천원 가량이었으며, 자장면 한 그릇이 40원이었다.
OH_09_021_양만석_06_01.
OH_09_021_양만석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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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을 기반으로 한 문화는 일종의 문자문화의 정수라고 볼 수 있다. 시각장
애인들은 점자를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해 문자문화 체계 속에 진입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 당시 법전은 점역되지 않았으며, 또한 한자가 많이 섞여 정안인들 조
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파고다 공원의 한자를 잘 아는 할아버지에게
부탁해 법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대리인을 통해 법전
의 내용을 파악하고, 법의 내용에 근거해 자신들의 권리주장을 한 것은 시각장
애인들의 치열한 권리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문자문화의 전파와 더불어 체
계적으로 권리체계에서 배제되었던 시각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우회로를 구성한 셈이다.
안마사협회의 창설
시각장애인의 노조를 설립한 것과 별개로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 협회를 결성
했다. 1968년 6월 30일 법인설립신청서를 보사부에 제출했지만, 안마사 자격인
정이 법적 규정이 없었던 때이므로 안마사 자격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
니 법인설립 허가가 되지 않았다. 보사부의 법인설립 거부에 대항하기 위해, 시
각장애인들은 다른 나라 시각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사서를 보사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첫째, 다른 선진국의 경우 복지제도가 완비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특
정직종에 몰입해야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미국의 경우에 시각장애인의
진출을 막는 직업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변호사, 연예인 등 5,600여종의 직
종에 종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25%) 외 45만에 이르는 시각장애인 중 50%
는 국가의 보조로, 25%는 완전한 국가의 생활보호로 살아가고 있다. 스웨덴
의 경우 복권 사업 수익금의 일정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배정하고 있었으
므로 이 나라에서는 당시 시각장애인이 마사지 등과 같은 어려운 직종에 종사
하는 예가 거의 없었다.
둘째, 안마사 관련 직종이 있는 국가들도 각 지역마다 제도가 달라 안마
사협회가 따로 구성된 곳이 없었다. 일본의 경우 침구사 제도가 법률로 제정
되어 있으므로, 침구사협회에 안마사가 소속되어 있고, 대만은 양안 실명자에
게 승선, 승차 등의 혜택과 함께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으므로 실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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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셋째, 유럽 등 국가에서는 마사지라는 명칭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독일과 불란서에서는 마사지 및 물리요법사라는 명칭으로
협회가 조직되어 활동 중인데 이 또한 시각장애인 연합회 소속의 분과 조직으
로 되어 있었다. 영국의 경우 왕립 맹학교가 주축이 되어 시각장애인 마사지
사를 양성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권익 보호를 위한 독립 단체
의 설립의 필요성을 느낄 만큼 절박하지 않았다295).

여러 과정을 거쳐 1970년 사단법인 대안안마사협회가 창립되었고, 1971년에는
부산 등 10개 지부를 설립했다. 1974년에는 보건사회부로부터 중도시각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위한 안마수련원이 인가되었다. 대한안마사협회를 중심으로 시각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호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여성 시각장애인의 인권보호
여성 시각장애인이 안마사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여성 시각장애인에게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안마원을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
를 폭로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당하는 “인권적 성피해에
대한 부분을 눈감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안마사 협회에서는
시각장애인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도 펼쳤다고 한다.
남성 시각장애인들이 여성 시각장애인들이 봉변을 당하면 쫓아가서 여성을 보
호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남성 고객 중 여성 시각장애인들에게 성추행을 하
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동료 시각장애인 남성들이 여성 시각장애인들을 보
호하기 위한 자발적 활동을 하기도 했다.
대개 그 당시의 손님들이란게, 뭐, 안마사가 와... 내가 무슨 안마사 좀 건드
렸다고 그게 무슨 뭐 인권을... 너희들이 인권을 논할 처지냐, 뭐 이런 입장이
거든, 대개. (사람 취급을) 안하지.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좀 완력이 가해지
고... 그것도 눈치껏 재주껏 하니까.296)
295) 양만석, 『안마사제도사』, 미간행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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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가 낮은 시각장애인들이, 동료 시각장애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원장들에 의해 해고당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으며,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해자에 의해서 보복이 발생할 수도 있었
다. 하지만 증언자와 동료 시각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사람취급’을 요구하며 여성
보호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인권은... 인권까지는, 인권이란 표현은 안하고 그냥... 그렇죠, ‘사람취급’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대부분은 사람취급받지 않는 것에 익숙하고) 그렇게 거
의 전반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반적인
인권 그런 게 아니고. 하여간 그때 표현이나 기분으로는. 그렇죠. 숨통이 트일
만큼은 살아야죠.297)

시각장애인들은 인권선언과 헌법에 보장된 정치, 시민적 권리, 사회,경제적, 문
화적 권리 등을 전반적으로 주장하거나 사회의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것은 아니
었다. 권위주의 통치의 부당함을 외치며 체제 변혁과 사회민주화를 위해 투장에
앞장섰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취급 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맹인이 감
히 인권을 논할 처지냐고 업수이 여겨지던 사회에서 맹인들은 ‘사람취급’ 받고
‘숨통이 트이게 하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쳤다.

4. 소결
시각장애인 생존권의 대표적 영역인 안마업권이 한국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유신시기의 일이었다. 독재치하에서 맹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시혜주의적 구
조에 의해 지배되었다. 사회개발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적 관심
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실질적 사회복지의 영역은 외원물자와 그리고

296) OH_09_021_양만석_06_01
297) OH_09_021_양만석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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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주의적 사회사업 문화에 기반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정치인의 부인 혹
은 자녀에 의해 즐겨 찾아지는 대표적인 자선의 대상이었다. 정치인들의 인격화
된 자혜를 드러내기에 좋은 대상으로 맹인 관련

단체들이 활용되었다.

또한 안마업권은 60년대 유사의료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갈등을 겪은 후 73년
에야 법제화되었다. 유사의료법 제정은 시각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
회에서 의료행위에 종사하고 있던 접골사, 침사, 구사 등 민간의료업자들의 제도
화를 위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양의계와 한의계 등 제도화된 의료체계에 의해
유사의료관련 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맹인 단체들은 유사의료업자들과 같이 투쟁
을 시작했지만, 점차로 시각장애인의 독자노선을 취하기 시작했다. 여러 우여곡
절 끝에 국회에서 의료법 내에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인정은 사회정책적인 입법
의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한의사업계 등의 반
대로 인해 좌절되었다고, 유신체제 성립 이후 비상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입
법화될 수 있었다. 이는 일종의 시혜주의적 입법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보편적 규범에 의거해 안마사
업권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최고결정권자의 시혜적 결단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독점적 조항이 인정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권리 획득이 시여자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 주어졌던 것은 아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법에 의해 규제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생존권을 입법화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펼쳤다. 안마사 노동조합의 설립, 맹인 여성의 권익보호 운
동 등 여러 인권적 지향의 활동의 결과 맹인들의 청원이 강력한 호소력을 갖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당시 맹인 안마사들은 권력층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경
우가 많았다. 정치권의 인사들이 호텔 등에서 안마를 받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
문에, 맹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주장과 청원을 보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시혜주의 구조는 지배자의 결단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집단의 청원
과 호소에 기반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80년대 장애인 복지체계가 구성되고 장애인복지법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안마업의 시장화 과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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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장애인 권리의 제도화와 안마업의 시장화
1980년대는 장애인 관련 국가 정책이 제도화되는 시기였다. 이는 0년대 후반
부터 형성되어 온 국제규범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규범이 제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장애인 권리의 제도화는 시혜주의적으로 주어졌다.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책임과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을 많
이 받던 5공화국 정부는 UN이 정한 81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사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70년대까지의 시혜주의가 국내적 관계로 인해 발생했다면, 80년
대는 장애인 관련 국제규범이 강화되어가며 인권이 제도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계 장애인의 해」는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자격제한적인 능력제한 규정들이
폐지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안마업권의 경우 70년대 마련된 독점적 규정으로 인
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존권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기에 안마
업은 성매매 등 퇴폐업 등과 결합되어갔다.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지만, 시각장애
인의 안마업은 실질적으로 의료업에 속하기 보다는 서비스업에 속했다. 안마 자
체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마와 성매매의 결합은 이윤을 창출하
기 위한 방식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직업 영역인 침술업과 점복
업 역시 지속적으로 제도화하고 공식적인 직업권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펼치
지만 침술업의 경우에는 한의사들의 견제로 인해, 점복업은 점복업 자체의 비과
학성으로 인해 제도화되지 않았다. 본 장에서는 시각장애인 집단내의 차이를 살
펴보아,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을 통한 생존권이 획득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분석을 하겠다.

1. 장애인 권리의 법제화와 인권 패러다임의 등장
1) 「세계장애인의 해」 개최와 국제규범적 장애인 권리의 전파
1981년은 「세계장애인의 해」였다. 정부는 「세계장애인의 해」 개최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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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장애인에 대한 여러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세계장애자의 해를 준비하기
위해 80년 7월부터 시행령을 제정하고 장애인 관련 여러 행사를 개최했다. 「세
계장애인의 해」는 1979년에 개최되었던 「세계 어린이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세계장애인의 해」를 위해 정부에서는 최초로 장애인에 관련된 특별
위원회 (IYDP 특별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계획했으며 위원장은 천명기
가 역임298)했다. 당시 국내외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받던 정부는
장애인 복지라는 측면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정부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UN에서는 1971년에는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이 이루어졌으며, 1975년에
는 「장애인의 권리선언」, 1976년에는 「세계 장애인의 해에 대한 선언」이,
1980년에는 「세계 장애인의 해」에 대한 행동계획이 수립되었다. UN 인권기구
에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일련의 발전과정이 있었으며 그 속에서 장애인에 대
한 인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계장애인의 해」 행사가 준비된 것이다. 1976년
12월 16일 세계 장애인의 해에 대한 선언은 다음과 같이 「세계장애인의 해」
개최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세계장애자의 해 관련해서 1980년 7월 28일부터,
세계장애자의 해 한국사업추진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하고, 장애자의 해 관
련 행사를 준비299)했다.
총회는, UN 헌장에서 선언했던 바와 같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 평화
의 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회정의의 촉진에 관한 신념을 재
확인한다.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의 주제는 “완전참여”이며 주요 목적은
(a) 장애인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b) 장애인에 대해 적절한 원조, 훈련, 치료, 지도를 수행하고 유용한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그들이 사회에 완전통합될 수 있도록 국내적 및 국
제적 노력을 촉구한다.
(C)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참여를 원활하게할

298)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1997.
299) 「세계장애자의해한국사업추진위원회규정」
1980.7.28, 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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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7.28]

[대통령령

제9982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된, 예를 들어 공공건물과 교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과 같은 연구조사사업을 장려한다.
(d) 장애인은 경제. 사회. 정치활동의 다양한 방면에 참여하고 기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일반인들에게 교육시키고 주지시켜야 한다.
(e) 장애의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야 한다.

300)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은 「세계 장애인의 해」가 장애인들이 사회생
활 및 사회개발에 있어서 “완전참여와 평등”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
다. 평등이란 사회 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생활조건 및 사회경제개발로 결과
된 생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301)
한편 “장애인에 관한 여러 문제는 전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발전의 모든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 문제의 해결이 국가적 수준의 종합적인 발전
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장애인 문제의 해결은
이들 국가의 빠른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적절한 국제적 조건의 조성에 크게 의존
한다” 고 행동계획은 밝히고 있다. 「세계 장애인의 해」를 조직하는 측에서는
장애인의 문제는 발전과 사회개발의 핵심적인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인권의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결의안 등에서 명확하고 있다. UN 장애인
관련 규약과 그의 전파는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개발”과 “인권”의 문제로 인식
하고 있다. 한국이 이런 UN ESCAP(경제사회위원회)의 「세계장애인의 해」 행
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에스캅 사무국이 방콕에서 개최예정인 기술회의 및 지역
세미나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302)이다.
당시 세계 장애인의 해303)에 즈음해 당시 국무총리였던 남덕우는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300) 세계 장애인의 해 선언. UN 총회. 1976.12.16. 채택. 『국제장애정책선언집』
301) UN 총회,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 1980.1.30일 채택, 『국제장애정책선언집』
302) 외교문서. 2010-41(1980), 8. ESCAP/IYDP(세계 장애자의 해)에 관한 기술회의 및 지역
세미나. Bangkok, 1980.9.9-15
303) 남덕우, 1981, 「장애자의 해 도입으로 인해 세계장애자의 해에 즈음한 담화문」, 『東西醫
學』, Vol.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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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전세계 약 4억5천만명으로 추산되는 심신장애자의 사회적 통합
을 기하기 위하여 1975년의 장애자 권리선언에 이어 1981년을 세계 장
애자의 해로 선포하고,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표방과제로 하여 모든 나
라가 장애자 복지사업 및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특별한 해를 맞아 ‘세계 장애자의 해 한국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발생의 예방, 의료, 교육 및 직업재활 등 장애자를 위한 여
러 가지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자는 비록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심신에 장애를 입고 있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장애자에 대한 이해와 조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이들에게 아픔을 주는 예가 없지 아니합니다. 이는 장애자의 불행
에 그치는 일이 아니고, 국가의 발전이나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모든 국민이 장애자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
을 새롭게 하는 한편, 장애자 자신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재활·자립하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304)

세계 장애인의 해에 앞서서 정부는 당시 보건사회부 사회과장이었던 차흥봉은
방콕에서 개최된 지역세미나에 참가했다. 당시 회의 문건305)을 보면 “국제 불구
자의 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
다. 세미나는 1980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되었고, ‘불구자의
현황에 대한 국가별 보고’, ‘정부 발표’, ‘불구방지 및 불구자 재활에 지역협력문
제’, ‘장기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당시 문서에서는 장애자, 장해자, 불구자라는 용어들이 중복적으로 사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disability의 번역어인데, 이
는 일본을 경유한 근대적인 번역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장애라는 용어가 정착이 되어가는데 장해자의 害자가 해를 끼친다는 부정
304) 1981.1.5. 국무총리 남덕우
305) 외교문서. 2010-41(1980), 8. ESCAP/IYDP(세계 장애자의 해)에 관한 기술회의 및 지역
세미나. Bangkok, 198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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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이기 때문에 碍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306).
장애자의 문제가 정책화되고 제도화되는데는 국제적 규범에 대한 준수를 통한
선전이라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외교문서307)에 의하면 세계장애
자의 해 지역세미나에 참여하는데에 대해 한국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은 지역협
력의 입장을 강조했다. “지역협력 기본 입장/ 유엔의 결의에 따른 1981 세계장
애자의 해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아국(我國)도 1981년을 장애자의 해로 선포하
고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 예정인 바, 세계 장애자의 해 기념사업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각국 간의 상호협력에 적극 참여코자 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 장애자의 해를 국제적으로 선전하고 국제교류를 증진하는 행사에는 적극적
인 참여의지를 보였다.
또한 “장애자의 출현율과 그 수에 대하여는 국제간의 정립된 통계가 필요하므
로 지역내에서 장애자에 대한 국제 비교조사를 실시할 경우 아국에서는 이에 협
력할 용의가 있음. 아국은 그간 경제성장에 따른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하여
1980년대에는 심신장애자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강
구 추진코자 하는바, 특히 심신장애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
력 분야에 상호 협력코자 함. 지역내 국제 심포지움: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아국
도 참여코자 함. 아국주관의 의한 조사실시는 어려우나 이국내에서 비교협력 조
사에는 협력할 수 있음“308)이라고 밝혔다.
위의 외교문서에 의하면, 「세계 장애자의 해」 행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주로 장애인 관련 조사,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심포지움
등에 대한 참여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82년 이후에
는 장애인 관련 세계대회 등의 개최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국제적인
행사와 교류, 국제 수준의 근거 마련 등에 대해 보다 정책적 관심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회의에 참가했던 실문자에게 내려진

구체적인 참가 지침은

306) 사회보장심의위윈회, 1979, 『장애자복지모델에 관한 연구』.
추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바뀌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者자가 비하어적인 성격이 있어서 장
애인으로 변화했다는 주장이 있다.
307) 외교문서. 2010-41(1980), 8. ESCAP/IYDP(세계 장애자의 해)에 관한 기술회의 및 지역
세미나. Bangkok, 1980.9.9-15
308) 외교문서. 2010-41(1980), 8. ESCAP/IYDP(세계 장애자의 해)에 관한 기술회의 및 지역
세미나. Bangkok, 198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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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았다.
I. 일반 지침
1. IYDP를 맞이하여 아국이 추진 또는 이미 시행중인 한국 사업추진위
원회 설치, 장애자 복지법 제정 등 아국의 기념사업 계획 및 장애자 복지
증진 정책에 관한 특징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활동 및 정책 등
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장애자 복지시책 수립에 활용토록 할 것.
2. 장애방지 및 장애자 재활에 관한 지역협력에 있어서
가. 장애자에 관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위한 센터설치(안)에는 원
칙적으로 찬성하되 아국의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되
도록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
나. 1980년대 장애자 복지시책 추진에 필요한 역내 선진재활기술의 도
입 및 재활문제 전문가의 해외파견 훈련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ESCAP의
협조를 촉구하도록 할 것
다. 아국은 장애자 실태조사, 국제 심포지움, 전시회, 기능 경연대회 등
각종행사 계획에 적극참여 내지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할 것.
3. 1) 세계장애자의 해 한국사업추진위원회 설치
1980.7.28. 대통령령에 의하여 1981년 세계장애자의 해의 기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계 장애자의 해 한국사업추진위원회”를 보건사회부에 설치한바
있으며, 각 시도별 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임.
2) 장애자 복지법의 제정 및 시행
기계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심신장애 발생을 예
방하고 심신장애자에 대한 재활사업 및 생활보호 등 장애자의 복지증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자 복지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음.

309)

지침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책 보다는 각종 행사위주
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장애
자에 관한 센터 설치보다는, 장애자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
309) 외교문서. 2010-41(1980), 8. ESCAP/IYDP(세계 장애자의 해)에 관한 기술회의 및 지역
세미나. Bangkok, 198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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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알릴 수 있는 여러 국제 심포지움, 행사 등이 강조되는 등 전시성 행사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실질적 인권 향상 자체보다는 인권향상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계장애인의 해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규범이 정책 분야에
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310)였다. 후에 서술할 시각장애인에 대한 각종 법적 제
한이 사라지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또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는데도 기여
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진행 상황 들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행사에 보다 치중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행사 위주의 정책 시책은 현재 장애인 관련 정책에서도 상당 부분
이어지는 바가 많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규범이 장애인의 운동과 사
회적 각성으로 인해 발생했다기 보다는 국제규범의 확산과정에서 제도화의 계기
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을 옹호하는 민주복지의 정부라는 점을 강조
하기 위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 인권적 규범들이 국제적 규범으로 인해 번
역 확산되어가는 과정에 세계 장애인의 해가 있었지만, 한국 사회 내부의 동학
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외부적인 국제적인 규범에 의거해 인권적 법제가 확산되
어간 것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국제 인권규범의 확산은 시혜주의적 구조와 결합되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권리청원을 통한 권리의 획득 방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특정한 권리와 제도가 부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제도화는 국제적 인권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독재정권의 부족한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시도였다. 장애인
권리의 제도화는 인권 규범의 원칙과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는 일종
의 민주주의 체제가 갖추어야할 덕목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다. 이 또한 일종의
시혜주의적 권리획득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장애인 문제를 인권 규범의 틀 속에서 인식해야 한다
는 시각이 생겨났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이런 인권 규범과 인식의 제도적

310) 차흥봉 보건사회부 사회과장 참석.
경유지: 자유중국/ 대표는 회의참석후 귀로에 자유중국의 노인복지법 및 동법령시행 문제에 관
한 협의차 대만방문
외교문서. 2010-41(1980), 8. ESCAP/IYDP(세계 장애자의 해)에 관한 기술회의 및 지역세미
나. Bangkok, 1980.9.9-15

- 198 -

확산은 외부적 요인이 강했지만, 이와 상응하는 한국 전문가들의 인권적 인식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 이태영은 홀트아동복지회 주최로 열린 아동/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국제 심포지움에서 아동·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주장
했다.
사회복지정책의 입안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따지
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아동 및 장애자들의 생존권
과 발달권, 복지권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나 장애자복지가 개인이나 위정자의 善心

또는 善政을 과시

하기 위한 자선·자혜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들을 방치해 두면 결국, 빈곤, 부랑 비행, 범죄 등의 요인이 되어 사
회체제나 치안유지면에서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방지한다는 사회방위
적 입장에서의 복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에 유용한 인
재로 육성시킨다는 사회효용론적 입장에서의 복지가 되어서도 안될 것입
니다. 오로지 권리로서의 복지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세계 장애자의 해」를 기획한 담당자였던 UN의 EROCO

KOREN

이 호소한 3대 장벽, 즉 장애자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적·심리적 편견과
차별의 장벽, 물리적·시설적으로 장애자에게 불편한 장벽, 제도적·정책적·
법률적 장벽을 누너뜨리고자 한다.311)

이태영은 기존의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자선·자혜적 패러다임”, “사회
방위적 패러다임”, “사회 효용론적 패러다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권리로서의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복지가 어떤 효용을 추구하
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한 권리
의 문제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여러 정책은 공리주의적 관
점에서 이루어진 측면들이 많다. 이태영이 언급하듯이, 자선·자혜적 패러다임으
로 대표되는 시혜주의와 사회방위, 즉 일탈에 대한 통제, 장애인 인재에 대한 사
회효용론에 근거해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가 이

311) 이태영, 1984,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전망: 아동 장애자복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사회복지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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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사회에서의 여러 종류의 쓸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권리라는 측
면으로 부각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태영은 강조했다. 이는 인권에 대한 일
종의 자연법적 권리의식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자선·자혜를 통한 시혜주의와 정당성의 확보라는 측면과 일탈 방지
를 통한 사회 정상성의 확보라는 측면들이 보다 강조된다. 대체로 정책은 공리
주의적 관점에 기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국제규범 준수를 통
한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장애인의 여러 권리가 제도화되는 과정 중에서, 장애
인의 인권적 권리 규범에 대한 요구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런 권리 의식의 전환
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한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2) 자격제한의 삭제와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세계 장애인의 해」로 인해 제기된 인권적 규범은 법제의 제정으로 연결된
다. 첫번째로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들이 폐지되기 시작했으며, 두번째
로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것이 그것이다. 장애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
들이 반인권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폐지되고, 이들의 권리를 법의 영역에서 규정
하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장애인 관련 국제규범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법제의 정비였다. 대만에서도 심신장애자복지법과 유사한 법안이 1980년대
에 만들어졌다. 당시 보건사회부의 주무과장이었던 차흥봉은 UN ESCAP 방문이
후 대만을 방문해 「심신장해자복지법」에 대해 논의312)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다.
(1) 행위능력 자격제한의 삭제: 인권적 의식의 확산
「세계장애인의 해」의 구호는 “완전참여와 평등”이었지만, 당시 한국의 법제
에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근본적으로 막는 규정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312) 외교문서. 2010-41(1980), 8. ESCAP/IYDP(세계 장애자의 해)에 관한 기술회의 및 지역
세미나. Bangkok, 1980.9.9-15

- 200 -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규정들은 장애인의 능력(capacity)에 대한 조항이었다.
당시 법에 잔존하고 있던 장애인에 관한 배제적 조항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앞서 분석했듯이 능력에 대한 배제적인 조항은 보호주의적 능력제한(민법), 결격
사유(의료법, 약사법, 공무원법 등), 우생학적 배제조항(해외이주법) 등 이었다.
이중 민법에서의 보호주의적 능력제한은 정신장애인들을 제외하면 농자·아자·맹
자에 대한 자격제한은 대한민국 민법제정시(1958) 삭제되었으며, 결격사유로서의
능력제한과 우생학적 능력규정만이 당시에 남아있었다. 「세계장애인의 해」 당
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해외이주법이었다. 국무회의는 1981년 11월 해외이
주법의 개정을 의결하여 이제까지 해외이주를 금지했던 ‘농아’와 ‘맹인’에게도 이
민을 허용313)하기로 했다. 1962년 국가재건회의에서 제정한 해외이주법에서는
“본법은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해외이주의 결격자들을 규정
했었는데, 이중 정신병자, 심신모약자, 그리고 농자, 아자, 맹자가 포함되어 있었
다. 이들의 이주를 금지했던 것은 국위선양에 배치가 되었거나 혹은 여러 자격
조항에서 등장하는 자격조항을 일반적으로 원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해외이주
조항의 금지는 명백하게 우생학적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11대 국회의 제 110
회 7차 국회본회의에서 심사되었었는데, 전문위원 孫允陸은 『해외이주법개정법
률안심사보고서』314)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3조 제6호에서는 현재 해외이주결격자로 되어 있는 농자·아자 또는
맹자를 삭제토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히 신체상의 결격이 있다는 이
유 때문에 해외이주에서 큰 제약을 받아왔던 농자·아자 또는 맹자도 앞으
로는 적어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해외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음.
이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볼 때 당연한 조치로서 세계 각국에서 그러한
신체적 결함을 이유로 해외이주상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찾
아볼 수 없음에 비추어 시기적으로 오히려 늦어진 감이 없지 않으며, 그

313) 매일경제.1981.11.18.
314) 제11대국회 제110회
심사보고서』.

제7차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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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03월13일), 『해외이주법개정법률안

간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비인도적인 사유로 제약을 받아왔음은 입법론적으로도 상당한 문
제의 여지를 안고 있었던 것인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당연한 것으로 사료됨.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해외이주의 금지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시기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제
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는 장애인에 대한 자격제한의 문제가 헌법의 기본권의 침해
라는 시각, 두 번째로는 장애인의 권리가 국제 규범의 문제라는 시각이 생성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시각은 식민지기 형
성된 법적인 시혜주의와 배제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세계장애인의
해」의 기념과 그에 따른 국제 규범에 대한 지향으로 인해 장애인 관련 법제에
서 인권적 관점이 등장하고 이전에 형성되었던 장애인의 능력(capacity)을 부정
하는 조항들이 제거되기 시작했다.
장애인의 능력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국가가 공인하는 여러 직업 영역에서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의사와 약사 등에 대한 자격제한이 있었다. 정부는 장애인
에 대한 각종 자격제한을 해소하고, 특히 보건사회부는 장애인의 취업개발을 위
해 의사와 약사 등의 자격제한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한다. “보사부는 현재 법으
로 제한하고 있는 각종 신체장애자의 자격제한규정을 완전히 풀어 신체장애 때
문에 받는 불이익을 일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현재 의사 약사 이미
용사 등 전문기술직의 자격취득과 이민법에 규정된 이민제한규정 등 신체장애자
를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 보사부 소관 관계법을 올해 안에 모두 개정 신체장
애자들도 모든 업종에서의 종사에 큰 지장이 없는 한 면허를 얻어 취업할 수 있
게 길을 터주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계 장애자의 해를 맞아 보
사부가 솔선해서 이 같은 신체장애자들의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문직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장애자들이 각종 법에 규정된 애매한 조
항에 묶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대학입학 과정에서까지 억울한 대우를
받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빚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315)
법으로 규정하는 자격제한 등, 공무원 임용의 금지 등의 문제는 제도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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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능력을 금지하진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는 대학진학의 문제 등과 연
결되기 시작한다. “「세계장애자의 해」를 앞두고 서울시내 각 대학의 81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종래입학은 물론, 지원도 허용하지 않던 신체장애자들에게 이공계
열 등을 제외한 여러 계열과 학과에 응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한다. “서
울대에서는 그동안 청력장애자와 맹아에게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를 완화,
신체장애자와 불구체질자의 정밀 신체검사를 없애고 이들을 인문계열 등에 입학
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가 헌법적 권리라는 인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대학민국 헌법에는 진작부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을 받는다”는 사실이 뚜렷이 밝혀졌으며, 새 헌법 전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
고로 발휘하게 한다”고 천명되어 있다. 신체장애자들에게 대한 대학진학
의 좁은 문은 그들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
히 주지 않음으로써 더욱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균등한 기회를
교육의 영역에서부터 빼앗는 결과가 되었다.

(중략) 이런 현실에서 장애

자들에게 닫혀있던 대학문의 개방은 80년대 한국의 복지사회, 81년 유엔
의 「세계 장애자의 해」와 발을 맞추어 우선 그 뜻만으로도 대견하고
명랑한 소식이다.316)

하지만 이런 자격제한이 보사부의 의지대로 일괄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각종 관련 법에서 능력규정, 자격규정을 제거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
다. 의료법의 경우에는 1987년 제 12대 국회에서 심사가 되었다. 당시 보건사회
부 장관이었던 이해원은 “장애자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농자·아자·맹자를 削除하고 심신박약자를 정신박약자로 한정하며 불구폐질자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로 함”이라는 의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를 제
출317)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조항이 삭제 된 것이 안마사회의 요청에 의해
315) 동아일보. 1981.2.3. 보사부 장애자에 취업개방
316) 조선일보, 1980.12.13. 장애자 재활 도움의 길:.「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으면서
317) 제12대국회 제137회 제11차 국회본회의 (1987년10월30일)
부록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86.11.22. 정부 회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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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3년에 제정된 약사법에도 다음과 같은 면허부
여의 제한 요소들이 존재했다.

제4조 (면허부여의 제한) 약사면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준금치산자
2. 정신병자
3. 농자, 아자, 맹자
4. 기타 약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불구자, 폐질자

이 면허 제한 조항은 1991년 개정되었는데, 농자·아자· 맹자의 자격을 제한하
는 규정은 폐지되었다. “장애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자·아자·맹자에게도 약사
면허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등 약사의 결격사유를 완화함.”이라고 법의 개정 취지
가 기록318)되어 있다.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 시행 이후,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자격 제한을 폐
지하고 국제 규범적 성격의 인권 패러다임을 확산시키고 싶었지만, 이는 개별
분야별로는 시기를 달리하여 이루어졌다. 아마도 의료법 관련 유관단체, 약사법
관련 유관단체들의 무관심 혹은 반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만큼 법적·
정책적 규범과 사회·문화적인 간극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규범이 바뀌기 위
해서는 사회 문화적 인식· 관습· 도덕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장애인
인식 및 관습에 대한 변화 없이 제도적 조항만 먼저 제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제적 인권 규범의 확산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맹자, 아자, 농자>
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은 점차적으로 폐지되어갔다. 하지만 자격제한 요소는 국
가가 인정하는 여러 자격에 대한 논의에서 제한 규정으로 지속되기도 했다. 또
한 법적 제한과는 별도로 사회적 자격제한의 관행이 지속되어 장애인들의 대학
입학시 혹은 법관 임용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80년대 장애인
운동이 집중한 영역은 이런 사회에서의 자격조항의 실질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다.
1986.11.25. 상정일자 제137회 국회 제7차 보건사회위원회 87.10.21. 상정 소위구성, 회부
318) 약사법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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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제정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을 삭제하는 법개정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한편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
되었다. 장애인 문제가 법적인 문제이자,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로 인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권익을 제도화하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정책
을 펼치기 위함이었다. 1981년 6월 5일 최초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적 법률
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요내용은 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것으로, 이
로 인해 장애인 복지시설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법 제정의 영향과 동시에
전쟁고아들이 성장해 전쟁고아를 위한 고아원이 장애인 시설로 전환되었기 때문
(조흥식, 2004:79)이라 한다.
당시 보건사회부 차관은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심신장애자의 수가 증
가하고 이들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
과 심신장애자의 의료·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
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319) 심신장애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또한 이들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인해 심신장애
자 복지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검토한 전문위원 孫允睦
은 입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입법의 배경 및 취지>
오늘날의 민주복지국가에 있어서의 경제발전의 적극적인 목적이 단순
한 성장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민전체의 생활향상
내지 복지증진에 있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국민의 복지문제가 경제개발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현대국가의 기본적인 정책과제로 擡頭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 특히 우리의 사회보장 부문은 그동안의 네 차례에 걸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319)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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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으로 인한 그늘진 분야가 되어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일체감을
해침으로써 경제발전의 성과마저 그르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
임은 勘案할 때 이제 복지사회현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점진적인 수
행 없이는 생활수준의 상대적 隔差 등에서 초래되는 성장의 부작용을 해
소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지속적
인 발전을 期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절실한 당면의 정책과제
로 되어있고 또한 국가사회의 국민에 대한 책무로 되고 있다고 할 것입
니다.
-이번에 내놓은 심신장애자복지법안도 이와 같은 전반적인 국민의 복
지욕구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며 특히 이 법안은 아
동복지를 위하여 이미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 (81년도에 개정), 법
인복지를 위하여 이번에 동시에 제안된 노인복지법안과 함께 사회적·경제
적 여건이나 활동 면에서 가장 취약한 입장에 놓여있는 인구계층의 하나
인 심신장애자에 대한 제 문제를 의료 및 직업재활, 생활보호, 자립지원
등의 복지시설을 통하여 해결하고 나아가 이들의 복지를 증진코져 제출
된 것으로서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됨.

심신장애자복지법은 “개인으로서의 존엄성과 자립의지의 선언 및 복지증진의
책임”320) 등 “심신장애자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법이라고 규정되었다. 이
법이 실질적으로 제정된 것은 1981년이었지만은 1970년의 사회복지기초자료 조
사 이후 논의되었던 여러 기초자료 조사와 입법 활동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 한국보건개발원이 시행한 『심신장애자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장애자
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신장애자에 대한 복지대책입안과 사업실행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먼저
심신장애자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는 바 이들 심신장애자의 수에 대하여는 사
회보장제도나 의료보험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서구나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신뢰
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수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심신장애자의 실수파악은 그 자체만으로는
320) 심신장애자복지법 입법취지, 19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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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의의가 없으며 파악된 심신장애자에 대한 상담 지도와 치료기관 등으로의
의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에 심신장애자의 가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되어야 하며 의학적, 사회적, 심리적, 교육, 직업 및 재정적인 면에서의 조
치가 망라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것이다.“321)
하지만 보고서에 의하면 심신장애자에 대한 조사는 무척 어렵다고 한다. “실제
조사에서 심신장애자의 파악은 실수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바 심신장애자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인 사회심리적인 작용으로 자
기 집에 심신장애자가 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리 사회
에 蔓延되어 있어 피조사자들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고 또한 조사를 해도 장애자
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가 무엇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는 사회적인 분위기
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조사보고서 이외에도 1979년에는 사회보장심의회는 『장애자 복지 모델
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장애자 복지법의 제정방향을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장애
자 복지법의 제정 목적은 UN 세계인권선언 제 25조 「자기와 가족의 건강과
권리를 위하여 충분한 생활수준을 향유하며 질병 능력상실 등 생활 불능의 경우
보호를 받아야 함은 인간으로서의 천부의 권리」라는 선언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 생활무능력자의 특별보호 권
리, 보건에 관하여 보호받는 권리 등이 명문화되어 있다. 사회보장심의회에 의하
면,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한 권
리이다.
하지만 이런 규범적인 권리가 구현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인구의 4~5%까지 추산되는 심신장애자를 위해서는 아직도 기본법조
차 제정되지 않고 있어 ‘한국의 복지’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애
321) 『심신장애자실태조사보고서』,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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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증진에 장애적 요인이 되고 있다. 아마 이것은 심
신장애자에 대한 생존권적 권리의식의 결여, 사회적 연대책임감의 희박
등으로 종래의 미온적인 처우관을 払하지 못하여 국가나 사회가 그들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의 보호를

322)

다만 자선적, 시혜

적, 사회예방적 견지에서만 보려하는데서 기인되었다고 보여진다. 비록
신체장애자가 전체 국민의 적은 부분이라고 볼지라도 현대복지국가의 의
무와 국민의 권리로서 차별이 없어야 하고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이루어
져야 하고 특히 이들의 상태가 극히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이들의 보호를 법적으로 규정함은 너무나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들
의 교육권이나, 노동권, 공무참여권 등이 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기
타의 보호조치가 보장될 심신장애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하겠다”324)

1970년대 이후 사회개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여러 기초자료 조사와 장애
인복지에 대한 입법조사활동 등이,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라는 국제적 행
사와 맞물리며 여러 장애인 차별적 조항의 철폐와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심신장애자복지법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법이었다. 조흥식의 평가대
로 시설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1970년대 미국과 같은 선진사회에서는 이
미 장애인의 탈시설화 운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지역 사회로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시설을 통해 장애인 복지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발
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적 규범은 제도화되어 갔지만, 정신장애인의 시설화가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이는 이후 시설에서의 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하게 되는 배
경을 형성한다. 규범과 법제도만이 아니라, 행정과 실제 정책에서의 인권적 규범
이 확산되어야 인권의 실질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시각과 인권규범이 제도적으로 확산되어
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사독재시절 부터이다.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한 독재정
부가 국제규범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강조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 결과, 식민통치 이래 한국의 법과 제도에 깊이 각인되어 있던 여러 장애

324) 『장애자 복지 모델에 관한 연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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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차별적, 배제 조항들이 삭제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규범이 확산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장에서 분석한 대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의 대표적
인 권리인 안마업권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치하에서 확보되고 공고화된 측면이
있다. 또한 국제규범적인 인권 조항들이 확산되어가는 것 역시, 군사독재 시절의
정당성 확보와 시혜주의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민주주의적 제도가 확산이 되어야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가 확보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한국에서는 권위주
의 시절 장애인들의 권리가 제도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런 시혜주의 권리획
득의 요소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어떻게 해체 혹은 변화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구 민주주의와 인권규범의 이식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국적 인권의 특히 사회권의 영역에 속하는 생존권의 발전 경로를 재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능력제한 규정은 장애를 비정상성으로 규정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법제도에서 기인했다. 이런 법제도는 서구의 소유권적
개인주의에 근거한 법제도가 한국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국제인
권규범의 확산으로 인해, 이런 제한들이 점차로 철폐되어 갔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를 시혜나 자선이 아니라, 기본권, 인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에 기초한 변화였다기 보다는,
국제규범과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위로부터 주도된 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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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마업의 탈의료화와 안마시술소 활성화
1) 안마업권의 제도화와 무자격업자들에 대한 단속
1973년 비상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을 개정·공포해 안마사에 대한 규정을 제정
한 이후, 안마사업권은 점차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1981년에는 “자격 없는 안
마사의 안마행위를 의료행위와는 별도로 처벌하기 위하여 당시 의료법(법률 제
3504호) 제67조를 개정,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무자격안마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325)했다. 무
자격 안마행위자를 단속함으로써, 안마업에 대한 보호를 강력하게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호받기 시작한 이후,
시각장애인들에 의해 무자격 안마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하게 하는 노력들이 제
기되었다. 세계 장애자의 해를 앞두고 보사부는 지압사 제도의 신설을 전혀 고
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맹인들의 생계 대책을 확고
히 마련해주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326) 또한 1986년에는 “의료법
제61조 3항을 신설 안마사 및 본회를 의료법의 의료인과 의료단체에 준용함으로
서 안마사 및 본회의 의료법적 위상과 지위를 보완”했다. 그리고 앞에서도 기술
했듯이 1987년에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맹자 조항을 삭제해 시각
장애인이 의료인에 진입하지 못하는 금지조항이 폐지되었다. 또한 1988년에는
“2월 8일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의제01254-1705)을 통해 교육을 받은 안마사
의 3호 이하의 침 시술행위를 허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과 그와 관련된 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안마 행위자들은 점차 증가했고 대한
안마사협회는 무자격 안마 행위자에 대한 고발을 서울지방검찰청장에게 진정했
다고 한다. 단속에 대한 진정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임안수(2011:506)는 “무자격 안마사가 근절되지 않는 원
인은 의료법 제67조에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술을 목적으로 안
325) 양만석, 『안마사 제도사 연구』, 미간행원고
326) 『의학신보』, 198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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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업에 종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
어 있고, 마사지 행위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의료법에 따른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처벌을 받는다 해도 300만원 이하
의 벌금형에 불과했고, 무자격 안마 행위자만이 단속 대상이 될 뿐 그들을 고용
한 업주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무자격
업자들과의 투쟁은 결국 스포츠마사지사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위헌
소송이 수차례 제기되는 것의 전사(前史)였다.
2) 소비산업의 확대와 안마시술소의 기업화
법적으로 제도화된 안마업권을 바탕으로 안마업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는 80년대의 내수시장의 확대로 인해 소비산업들의 부흥이라는 측면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당시의 신문기사들은 호화, 사치, 향락, 소비재 산업 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음을 지적한다. 안마업은 기존의 선회업 즉, 개인적으로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는 형태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70년대부터 시작
된 경향이 있었는데, 안마원들이 활성화되면서 안마원들이 일종의 사업 모델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런데 80년대에는 특히, 안마업이 안마시술소의 형태로 대
형화되게 되었다. 1983년의 동아일보 기사는 「돈 어디로 흐르나: 사우나 기업
화 시대」라는 기사에서 “서울 강남구 방배동의 4층 건물인 안마시술소의 경우
건축 및 시설비가 모두 5억원이상 들었으며 현시가로 9억원을 호가한다. 강남구
반포동 S온천장 안마시술소는 투자비가 10억원이 넘었다는 것이며 소규모로 보
이는 안마시술소도 대부분 2,3억원 씩은 나간다는 것. D 안마시술소 안을 들여
다 보자. 방이 35개에 종업원은 40여명. 1인당 시술비는 목욕료를 합쳐 1만 3천
원으로 소요시간은 2시간반~3시간정도. 남성전용에 철야영업을 하는데 오후와
주말이 되면 주차장에 고급승용차가 빽빽이 들어선다.“328)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의하면 안마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5억원, 9억원, 최대 10억원이며, 적은 경우에
도 2~3억원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안마업이 대형화되고 산업화된 이면에는, 의료법에서 보장하는 의료행
328) 동아일보. 1983.5.24. 「돈 어디로 흐르나: 사우나 기업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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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만이 아니라 다른 퇴폐영업도 결합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퇴폐안마’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보도329),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허가 중단 논의330), 불
법안마행위 금지에 대한 지침 등에 대한 보도가 지속되고 있다. 안마시술소는
사우나, 호화갈비집, 호화 목욕탕 등과 같이 소비성향이 짙은 사치업소331)의 성
격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안마시술소는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
는데,

82년말 63개였던 것이 같은 기간동안 2배나 급증, 1백29개로 늘어났다고

한다.332)
3년전에 13개소에 불과하던 사우나탕이 81개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동안 안마시술소는 1백개, 여관 3백92개가 늘어났다. 이들 중 90%이상이
영동에 모여있다고 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유흥업소로부터 거둬들인 특소
세만 해도 1백56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24%가 늘어났
다333)

이런 안마업의 증가에 대해 “우리 경제의 문제... 한탕경향은 소비풍조 사치성
비생산적 투자등 불건전측면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소비의 흐름이 퇴폐적이고 비
생산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대도시 개발지역에 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사우나 안마시술소 대형사치성업소들은 비생산적 투자의 표본들이라 하겠
다. 이같은 업소들이 섹스삽업을 유발하기 십상이다.”334)라는 지적도 제기되었
다. 이런 상황에서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위한 생존권 영역이나 혹은
의료영역이라기 보다는 소비산업의 일부, 서비스업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안마

329) 동아일보. 1983.6.2. 「8월까지 계도 호텔,여관 퇴폐안마 강력단속」.
330) 경향신문. 1983.6.14. 「여관,사우나 등 신규허가 중단」. 관광호텔을 제외한 여관과 사우나
탕, 유흥음식점, 전문음식점, 안마시술소 등 위생업소의 신규허가 및 장소이전 허가가 14일
부터 전면 중단됐다. 서울시는 불건전성 및 사치성 위생업소의 증가를 억제해 국가경제운용
의 건전화를 꾀하고 주거지역 환경저해요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 업소의 신규허가를 잠
정적으로 유보했다.
331) 동아일보,1984.2.21., 「안마시술소, 사우나, 호화갈비집 등 유흥업소」
경향신문, 1984.4.10., 「안마시술소나 호화목욕탕 등 소비성향이 짙은 사치업소」
332) 경향신문, 1984.5.30., 「현황과 실태: 안마/ 사우나 4년새 2배로」
333) 매일경제, 1984.5.26.
334) 동아일보. 1984.2.17. 「경제질서의 혼란」, 장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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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소를 사치성 특별소비업체로 규정해 고세율을 적용받기도 했다. 안마시술소
에 대한 향락, 퇴폐, 유흥, 소비산업의 이미지는 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양만석은 “당시 안마시술소는 사치성 특별소비업체로 규정,
67.6%의 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는 증기탕 등과 같은 특수목욕장 업종
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국세청 소득세과 이석기 차장 등은 정상화를
위한 협회의 노력과 직업 자립의 달성을 위하여 호화업종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일부 안마사들의 노력, 그리고 영업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안마시술소의
사정을 감안하여 36.7%로 낮추는 조치를 취해주었다.”고 말한다. 안마시술소의
영업 방식을 보면, 퇴폐와 결합되어 서비스 산업적 측면을 지향하는 측과 의료
행위적 측면을 통해 안마사의 고용증대를 도모하는 측이 분리되어 존재했다. 안
마시술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박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3) 안마업의 탈의료화와 퇴폐업 결합
안마업이 퇴폐업과 결합하게 된 것은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안마업의
운영은 우선 선회업이라 불리우는 방식과 안마원 운영 방식 등에서 시작되었다.
선회업은 피리를 가지고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는 형태였다. 안마업 영업 방식은
독자적인 자영업적인 영업형태에서 점차 산업화되고 조직화되어 갔다. 안마업이
개별적인 행위에서, 조직적인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안마업의 운영형태와 내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안마원의 방식으로 운영되던 것들이 안마시술소로 변화했으
며, 이런 상황에서 안마업은 ‘퇴폐업’335)과 결합하기 시작했다.
결합의 시작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었는데 첫째로 노동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서 아동노동이 문제가 되면서336),
안마업소에서 안내원 노릇을 하던 아동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열서너살 된 남자아이들이 손님 안내하는 노릇을 했는데, 아동 노동이 금지가
되면서 여종업의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한다337). 또한 안마업의 형태가 시
335) 퇴폐업에 대한 설명. 퇴폐업은 성매매 등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는 퇴
폐업, 음란... 등으로 불리었고, 특히 시각장애인계에서는 퇴폐란 용어가 쓰였다.
336) OH_09_021_양만석_06_01
337) OH_09_021_양만석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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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소 형태로 변화하기 이전에는 여성 고객이 많았다고 한다. 안마원의 운영에서
는 여성 들이 안마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여성들이 안마의 주요 고객일
경우에는 퇴폐업과 결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시술소 형태로 변화하면서, 남성
고객이 중심이 되고, 점차로 사우나 등 다른 향락업들과 결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업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월급을 조금만 주고... 여관도
그랬거든, 당번들 월급 적어. 손님한테 팁 받고, 또 콜걸 여자 불러주면
돈 받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채우거든. 안마시술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는 월급을 얼마 안줬는데...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됐다고... 근데 사회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데 월급은 더 안올려주지,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한
테 팁을 받는 것으로 쓰게 되니까 결국 처음에는 2, 3천원 팁을 심부름값
으로 주잖아, 그죠? 그러다 나중에 성매매까지 가면 몇 만원 단위로 올라
가버리잖아.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자생적으로 살았거든? 살았는데, 두
번째 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도 여자들이 많아졌잖아? 여자들
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소개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
자들한테, 처음에는... 언제와서 도둑질 해갈지 모르고 이러잖아... 그러니
까 보증금을 받는 식이 됐다고. 보증금을 받는 식이 됐다가 나중에 보증
금을, 여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보증금 대신 이자조로 돈을 내겠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 건당 얼마씩 지불하는 케이스가 됐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이제, 나중에 성매매한 돈을 업주하고 나눠먹기하는
그런 형태로 변질이 된거예요. 이제 머리에 그려져요? 처음부터 딱 그렇
게 된 것,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전조 과정이 쭉 나와. 어째어째해서 그리 갈 수 밖에 없었
던.338)”

안마업과 성매매가 결합하는 방식은 의도적인 발전과정이었다기 보다는 우발
적인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동노동 금지, 버스 여차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저학력 여성들의 일자리의 하나로 향락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게 된 사
정도 있었다고 한다.

338) OH_09_021_양만석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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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안마업의 이익창출 과정에서 위의 요소들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1980년대에 안마시술소는 일종의 신종유망사업으로 소개되며 비시각장애인들이
안마시술의 개설, 운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1980년대 전경련에서 발간
한 경제통계연감을 비롯한 여러 자료에서 안마시술소를 신종유망사업으로 소개”
하면서 비시각장애인 자본가들이 안마시술소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마시술소 개업을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만이 가능하므로, 비시각장애
인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명예원장으로 내세워 개설허가를 받고 실질적 영업
은 자신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339) 이 당시 몇 년 동안 개설
된 안마시술소의 현황을 보면 1980년도 10개소, 81년에 11개소, 82년에 48개소,
83년에 35개소, 84년에 12개소 등이 증설되어, 1970년대에 개설․운영되고 있던
업소를 합쳐 도합 129개소에 이르게 되었다.340) 그런데 이중 약 100여 업소가
정안인 소유의 명의 대여업소임이 서울시 관계자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 이
에 종사하는 안마사도 600여명 이상이 되었다. 감사원 조사에서도 이런 원장제
안마시술소의 영업방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341) 이런 명예원장 제도는 실
339) 양만석, 『안마사제도사연구』, 미간행원고.
340) 양만석, 『안마사제도사연구』, 미간행원고.
341) 『監査』. 7('86.9), 「衛生業所 지도단속 실태 」강응두
(1)안마시술소 위장개설 문제
안마시술소는 맹인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맹인 아닌 일반 건강인이 안마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맹인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위장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한편 개설
명의자인 맹인을 앞세워 각종 조사나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또 자본주는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
기 위해 각종 변태 및 퇴폐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도 소득의 실귀속자에게는 과세조차 못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안마사 영역을 침해받은 안마사들이 집단 진정을 하는 물의를
야기한 경우도 있었다.
(2) 안마시술소가 사우나 영업을 하는 문제
사우나 목욕장업은 특수목욕장업으로 해당되는 업종으로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
대상일 뿐 아니라 개설허가도 상업지역내에 있는 건물로서 그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에만 허가
를 받을 수 있는 등 사우나 목욕장업 개설은 제약이 많은 반면 의료법으로 규제되는 안마시술소
는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개설요건도 지역 및 건물용도에 구애받지 아니하
고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안마시술소 개설자들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사우나
영업개설이 불가능한 주거지역 등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시술소의 부대시설인 발한실 및
휴게실을 사우나탕 보다 더 좋게 고급으로 시설한 다음 3,000원 내지 6,000원 정도의 비싼 목욕
요금을 받고 사실상 사우나 영업(조사된 133개 업소중 113개 업소)을 하고 있어도 이를 단속하
지 못하고 있었다. 또 조세면에 있어서도 이들 업소는 특수목욕장으로 중과세 되지 아니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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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를 가능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의 온상으로 인식되었다.
비시각장애인의 자본과 결합되어 운영되는 대규모의 안마시술소가 급증하면서,
퇴폐 영업이 만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80년대 이후 강남이 개발되
면서, 강남지역에 대형화된 안마시술소가 자리잡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는 안마업의 사회적 위치
와 관련이 있다. 안마업은 의료법 내에서 일종의 유사의료업으로 인정이 되며
규정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마업이 의료업의 영역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웠다.
특히 침구 등 치료기능이 강한 분야의 자격이 제한되면서, 안마업만으로는 의료
영역적인 사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안마업
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창구를 마련하고자 했고, 우연적으로 안마원에
종사하던 여종업원들의 성매매와 결합하기 시작한 것이다. 안마업이 치료업의 영
역에서 공고하게 자리매김된 일본에서는 안마업이 성매매와 결합되지 않는다. 침
구 등의 유사의료 혹은 대체의료업의 영역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서 안마업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유사의료 영역 전반에 대한 인정
은 없었다. 시각장애인계에서도 안마업이 “의료법 상의 서자” 취급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의료법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보호와 개발, 즉 무면허 의료인에 대한
제한 등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마업이 의료업 내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안마사자격제도를 의료체제 내에서 엄중히 관리하고 발전시켰어야 했
다. 그런데 그동안 국가는 안마사 제도를 오직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유보직역이라는 측면에서만 사고한 나머지 「의료법」상의 서자 취
급하면서 경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법정의료인이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
자가 나타나면 용인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시켜 사정없이 철퇴를 가
반 목욕장으로 인정되어 일반 과세됨으로써 재산세만도 연간 약 4억원 상당이 수입에 이르지 못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3) 변태 및 퇴폐 영업행위 문제
안마시술소에서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각종 변태 및 퇴폐행위를 자행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어 맹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료유사업으로서의 안마시술소에 대한 보호시책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박행위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어 사회기강의 문란과 주거 및 학교주변의 환경저해요
인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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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근절시키면서도 무자격 안마행위자가 범
람했을 때 강건너 불구경을 하면서 자격인정 제도의 본질을 오도해왔다.
(권인희, 2011: 113)

이렇게 퇴폐업과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이 결합되면서, 안마업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해주는 장치라는 사회적 정당성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신문방송 등의 언론매체에서는 83년 후반부터 84년 1년 동안 십여회회에 걸쳐
안마시술소 내의 변태영업과 퇴폐음란행위가 요란한 내용으로 보도되었고 드디
어 한국부인회를 위시한 여성단체들이 안마시술소의 변태영업과 퇴패행위를 성
토”343)했다고 한다. 여성단체들의 반발과 요구들이 많아지면서, 안마시술소 영업
에 대한 단속이 등장했다. 특히 1983년 11월 28일 국회 보사위에서 전염병 예
방법의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는데 이 개정안에 성병검진 대상자 중에 안마시
술소 종사자를 추가 포함했다. 안마시술소 종사자들이 퇴폐영업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법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식민지시기 이후 한국에 이식된 안마업권은 시각장애인들의 전통적 법의식과
결합해 시각장애인의 확고한 직업영역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영역에서 존재했다기 보다는 서비스 영역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서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은 안마업 자체가 한국의 의료전통에서 출발했다기 보
다는 일본의 전통이 한국으로 이식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래서 안마
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시장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로 규정하다 보니,
이는 퇴폐영업 등과의 결합 통해 이윤을 창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시각장애인 직업 집단간의 차이
안마업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의 독점적 직업영역, 생존권 보호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갔고, 일종의 산업적 구조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시각장애인의 직업 영역
에는 안마업 이외에도, 침술업과 점복업이 존재했다. 이들은 안마업과는 달리 법
343)

양만석, 『안마사제도사연구』, 미간행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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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직업권의 영역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시각장애인 집단의 직업 영역 내
부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안마업에 대한 권리 인정이 발생할 수 있었던 요인들
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집단이 강한 동질성을 갖춘 집단
으로서 관습적 권리에 호소하여 권리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이런 관습적 권리
가 인정되는 데에는 상이한 집단들의 사회적 위치의 차이와 직업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야기했다. 시각장애인이 특정한 직업 영역에 종사해 활동할 수 있다는
관습적 권리인식은, 시각장애인 직업의 여러 영역 중에서 안마업권에 대한 권리
에만 인정되고 제도화되었다.
1) 시각장애인 침술사의 합법화 투쟁
식민지기 제생원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가르쳤을
때, 원래는 안마업과 더불어

침구업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실시했다. 그래서 식민

지기부터 형성된 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영역은 안마업 및 침구업을 포함했다. 이
들은 삼료업이라 불리우며 각각의 자격증을 모두 갖고 있었다. 해방이후, 안마
및 침구가 서구적 의료체계의 도입으로 인해 배제되었을 때, 안마 및 침구에 대
한 면허가 모두 폐지되었다. 해방이후, 침술업은 미군정에 의해 안마업과 마찬가
지로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다. 한의사가 의료제도의 하나로 체계화되면서 침술업
은 더욱 합법화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안마업에 대해서만 면허를
가질 수 있었고, 침구에 대한 것은 한의사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침구술에
대한 주장을 하는 다른 단체들 역시 제도화되거나 합법화되지 못했다. 안마사업
이 합법화된 후, 1974년 김기창을 중심으로 맹인들은 이료연구회를 조직하고,
동인지를 발간해 침사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1980년에는 한국침술
연합회와 함께 보사부 장관에게 침구술을 법제화해줄 것을 청원했으며, 침구법
부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임안수, 2011). 하지만,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침구사에 대한 법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침구사들은 지속적으
로 침구술을 법제화할 것을 청원했다. 1981년 9월 28일에는 서울맹학교에서 졸
업생과 재학생 300여명이 침구사 제도를 부활해달라고 농성을 하기도 했다.
“보사부는 맹인 침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2년 12월 28일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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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부터 침술교육을 받은 맹인들을 구제한다는 것, 맹학교의 침구교육을 폐지
한다는 것, 내부무와 각 시·도에 맹인 침사가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지
말라는 공문”을

345)

발송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시각장애인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침구사 제도의 일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조병희(2005)는 한국
침구사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한 바 있다.
침구사제도는 법적으로 존속되었지만 침구영역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점은 모호했다. 1950년대에 침구는 한의사의 독점영역이 아니었으
며, 국민의료법 입법과정에서 한의사들은 침구사제도 존속에 대하여 별다
른 의견제시가 없었다. 또한 1962년까지 실시되었던 한의사 자격 검정시
험 과목은 첩약조제 관련과목으로 구성되었을 뿐 침구관련 과목이 포함
되지 않았다.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1961년 대법원은 “침구사 자격
증을 소지하지 않은 한의사가 침술이나 구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1960년에 이승만 정부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에 의하여 몰락하고 새로 장
면 정부가 수립되면서 상황이 변화하였다. ‘민의의 표출’이 자유로워지면서 다
양한 조직과 단체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침구를 배웠던 맹인학교 학생과 침
구학원 졸업생들이 침구사 부령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맹인들이 생업으로
안마와 침구를 배웠으나 법적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
다. 그 결과 1960년 12월에 침구 등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부령이 제정되었지만
곧이어 1961년 5·16 쿠데타로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침구사 자격시험은 실시
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1962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침구사제도는 기존 정규
침구사의 기득권만 인정하고 폐지되었다.

346)

그 이후 지속적으로 침구사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입법제청과, 위헌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전개하고 있다.

345) 보건사회부공문 의제 1421-10/ 1983.1.25.(임안수, 2009 재인용)
346) “조병희. 한국 침구사제도의 역사와 현황. 세계 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
지엄(200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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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침구사 관련 법안 제출 현황347)

1차

맹인단체 및 침구사협회의 청원, 64년10월 폐기. 전진한 의
6대 국회, 1964 원외 17명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 제안, 66년 법사위원회
통과, 국회회기 종료로 폐기

2차

윤인식의원외 18명 ‘침사·구사·안마사에 관한 법률안 제안.
7대 국회, 1968 의사회와 한의사회의 반대 청원. 위원회 계류 후 임기만료로
폐기

3차

8대 국회, 1972

4차

9대 국회, 1973

5차

11대 국회, 1983

침사제도 확립에 관한 청원. 보사위에서 자동폐기

6차

13대 국회, 1990

김판술의원외 90인, 침구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 청원철회

7차

14대 국회, 1994

김남섭 외 3,150인 침구사제도 부활 청원. 자동폐기

8차

15대 국회, 1997

조중연 의원외 20명, 의료법 개정. 자동폐기

9차

15대 국회, 1999

이성재의원외 20인 안마사의 침사용을 명문화 요구. 자동폐
기

10차

15대 국회, 1999

박성범의원외 65인 침구사제도 신설위한 의료법개정. 자동
폐기

11차

16대 국회, 2002

침사법 제정청원. 국회해산으로 자동폐기
강기천의원외 52명, ‘침사법’ 제안. 문태준의원 반대청원. 임
기만료로 폐기됨

이연숙의원외 침구사제도 신설 위한 의료법 개정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 침술사들은 비시각장애인 침술사와 결합해 침술
사 합법화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침술사연합회를 구성해 자신들의 권

347)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실태조사 보고서』, 2008.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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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침구사의 영업이 합법화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
이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안마사들이 침술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쟁점이 되었다. 보건사회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에 의거해, 안마사들이 침을 시
행할 경우, 이는 모두 처벌이 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침술이 안마의 자극요법에
포함이 된다며 이를 불법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맹학교의 교육과정에 침
술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안마업의 자극방법의 일종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여러 차례 판례349)들은 침술업이 안마업에서 허용하는 의료행위에 포
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침술사가 합법적 영역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것
은 침술부분은 본격적인 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의사등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침술업은 본격적인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숙련
성이 보다 요구350)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으로의 자격과 훈련이 보다 엄격
하게 요구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침술 중심의 공식 의료체계가 있는
곳에서, 침술업이 또 다시 제도화되기는 어려웠다. 다시말해 시각장애인들의 직
업권리의 획득과정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집단과의 관계의 정도가 직업권리 획
득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마업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의료의
영역으로 인식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한국에서 독자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이전
이었다. 하지만 침술업의 경우에는 의료의 영역에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었으
며, 또한 확고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던 한의사들의 견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침
술업의 경우에는 강한 경쟁적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도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349) 대법원 82누443, 대법원 92도1221, 대법원 98도2481, 대법원 98도2389
350) 한 시각장애인은 침술업이 제도화되지 않은 요인 중의 하나로, 시각장애인 내부의 상황을
지적하기도 한다. 보다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영역은 대중적 호소력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하게 뛰어난 능력과 수준을 갖춘 이들이 종사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
래서, 대다수 시각장애인들이 침술업에 대한 권리를 위해 결집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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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장애인 점복업자의 합리화 시도
시각장애인들은 조선시대 이래 점복업자로 활동해왔으며, 시각장애인 점복업자
들은 자신들의 직업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다.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
오는 투쟁의 기억이 역리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전체 시각장애인
계에 퍼져 있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시대에도 왕에게 가서
농성을 벌이거나, 일제 치하에서도 경찰에게 가서 데모를 많이 했었다는 무용담
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투쟁의 기억들을 강조한다. 이런 기억들이 전승되어, 마포
대교 등 시각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직업권을 위한 시위장소에서는 되살아난다.
“왕이 맹인들에게 재산을 하사했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직업권을 유지해왔다”
는 관습법적 기억은 시각장애인들의 직업권에 대한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다. 시
각장애인들이 생존권 주장시에 주로 인용하고 있는 “국가가 시각장애인을 보호
해주는 관습”의 실질적 제도는 점복업자에 대한 전통 시대의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점복업은 근대적인 직업으로 제도화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점복업 자체가 근대 사회의 합리적·과학적 세계관과는 배
치되었다.
현재 시각장애인 점복업자들은 주로 미아리 고개 주변에서 점복업을 하고 있
다. 이들은 점복 및 독경을 주로 하는데, 역학에 근거해 사주를 보는 점술행위이
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자신들의 직업을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했다. 식민지 시절 종교의 개념이 등정하고 제도화되던 시기에는 「조선맹인
역리대성교」라는 종교단체를 설립했으며, 70년대 사단법인이 활성화될 때는
「대한맹인역리학회」라는 사단법인체를 결성했다.
1925년 9월 1일 종로경찰서 고등계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선맹인역리대성교
맹인조합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미신 타파 정책에 따라 친목 단체로 명맥
을 유지해 왔다. 그후 1956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협회에 대한맹
인역리대성회라는 단체로 가입해 활동해온 이 단체는 1961년 포고령에 의해
복지협회가 해산됨에 따라 친목단체로 남게 되었다. 그 이후 점복업에 종사하
는 맹인들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단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1969
년 법인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70년 4월부터 문화공보부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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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인설립 운동을 전개하여 1970년 11월 23일 문화공보부에 사회단체 265
호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 1971년 1월에는 창립총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단체 대한맹인역리협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동년 2월초 문교부를 대상
으로 사단법인 인가 재추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71년 7월 5일 대한맹인역리학회라는 명칭으로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
다351).

궁극적으로는 대학교 설립이 목적이었지만, 이는 좌절되었다고 한다. 90년대가
되면서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현재의 성북 시각장애인 복지관352)
이다. 단체 결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직업권을 보장하려는 여러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이는 점복업이 미신으로 간주되는 현대 사회의 법제 내에서는 제도화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식민지기와 해방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점복업은 공식적 영역에
서 제도화된 직업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웠다. 시각장애인 점복업자들 역시 자신들
의 권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단법인을 건립하고 대학을 건립하려는
시도 (양만석, 1997)를 한다. 또한 90년대에는 사회복지관을 만들어, 점복업 종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집단 내부에 자립적
인 신용조합을 통해 자신들의 호혜적인 경제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맹인들을 위해 저리로 대출을 하거나 생활비 등을 보조하는 방식
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근대적 체계 속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고, 공
식적으로 재생산할 수 없지만 다른 자립적인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합리화354)하
려는 다양한 노력을 펼쳤었다. 이들의 합리화 노력은 점복업이 갖고 있는 비과
학성, 미신이라는 한계로 인해 공식적 제도 속에 편입될 수는 없었다.

4. 소결
80년대에는 시각장애인 관련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였다. 그
이전 시기의 비정상인 접근에 근거한 법규정들이 정상인 접근, 즉 인권적 규범
351) 대한역리학회, 1999, 「易理業의 歷史, 現況, 發展 方向」.
352) 점복 맹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복지관 구입의 자금의 기초는 조선시대에 왕에게서 하사받
은 맹청 건물에 기반하고 있다고 한다. OH_08_019_이찬영_08-01
354) OH_08_019_이찬영_08-01, 대한역리학회, 1999, 「易理業의 歷史, 現況, 發展 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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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한 제도로 변화했다. 능력에 기반해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자격을 제한하
는 요소들이 폐지되어갔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장애인 집단의 운동에 의거했다
기 보다는 군사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
다.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 보호의 노력이, 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 항쟁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결여한 군사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마하거나 완화하려는 일종의 대응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81년의
「세계 장애인의 해」 행사에 대해 정권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등의 제정으로 연결되었다.
한편 80년대 안마업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업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안마업권은 성매매 등 퇴폐
영업으로 결합된 안마시술소의 형태가 되었다. 또한 경영에서 정안인 자본가와
시각장애인 “바지사장”이라는 독특한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추후 안마업권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주장의 정당성을 퇴색하는 영업방식이 발생한다. 이는
안마업이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본격적인 의료의 영역에서 존재하지 못하
고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존재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료적 전문성을 확보
하거나 시장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 모델로 퇴폐 영업과의 결합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본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다른 관습적 직업영역인 침술업과 점복업과 비
교를 시도했다. 점복업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관습적 권리를 주장하는 실질적
기원이기는 하지만 근대화된 사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웠다. 그
래서 관습적 권리의 주장은 안마업권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침술업의 경우, 안마
업과 비슷한 조건 속에서 시각장애인의 직업영역으로 형성되었지만 안마업보다
보다 의료행위에 근접해있었다. 그래서 한의사 제도가 양성화된 한국에서는 한의
사들의 견제로 인해 침술업이 제도화되기 어려웠다. 두 직업영역과의 비교를 통
해 볼 때, 시각장애인의 여러 직업 중 특히 안마업이 제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안마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경쟁영역이 상대적으로 부재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근대적 직업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에 근거한 시혜주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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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주의적 관계로 장애인의 생존권 영역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마업권
에 대한 위헌 소송을 분석하고, 또한 동아시아에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장의
구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사례의 특이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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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계약주의 권리체계와 안마업 독점의 위기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장애인의 권리 영역에도 영향을 주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인권 규범이 외부적으로 부여된 성격이 강했지만, 장애인들의 운동이 활성
화되면서 이를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권리담론과 체계로 점차로 변화해갔다.
시혜가 아닌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는 점차적으로
장애인의 생존권의 장이 시혜주의에서 평등과 권리를 전제로 하는 계약주의적인
장으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의 대
표적인 사례인 안마업권은 기존의 유보업종의 독점적 지위가 위협되게 된다. 네
차례에 걸쳐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세 차례의 합헌 판결과 한차례의 위헌
판결 이후, 현재는 합헌 상태를 유지중이다. 하지만, 안마 및 유사업종의 확대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 독점은 지속적으로 위헌소송 등 사회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평등의 딜레마”가 드러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평등적 제도와 인식이 확산되면서, 장애인들에게 특수하게 보장되었던 권
리가 평등이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서는 시각장애인 들의 집단적 단결과 생존권 주장으로 인해 안마업권에 대한 독
점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관습에 의거했던 생존권 주장이 헌법에 의거한 방식
으로 변화한 성격이 있다.

1. 장애인 평등 체계의 확산
1) 장애인 인권운동의 활성화와 당사자주의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장애자 올림픽(패럴림픽)이 개최되면서, 대중적 장애
인 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심신장애자 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고용
촉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장애인 인권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장애인 수용
시설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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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성화되었다. 기존에 시혜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제도와 관행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가는 움직임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장애인 인권
운동의 움직임에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이익섭, 2003)의 영향이 있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실천적 운동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주의로 우리 사회에서 구체화 된
것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2001년 4월 20일 출범하면서, 이들에 의한 장애인 이
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김병하, 2005)에서 비롯되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
를 위한 투쟁에서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강조되었다. 이는 일종의 장애학에서의
장애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보고, 사회적 투쟁을 통해 모순과 억압을
해결해나가자는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의 사회학자 올리버(Oliver, 1990)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이다.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이동권 운동에서
의 대표적인 구호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등
이 시혜와 자선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제도화 될 것이 아니라 권리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장애인 인권 운동(김대성, 2003; 유동철, 2009)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었다.
2) 장애차별금지법 등 ‘평등’체계의 확산
장애인의 인권운동이 활성화되고, 국제 인권규범이 확산되면서, 인권 패러다임
이 법적으로도 확산되었다. 대표적인 요소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제장애인권리
협약의제정이 있었다. 이렇게 사회복지, 및 국가의 행정 체계 등이 인권 패러다
임으로 변화했다.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오
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
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이 목표가 되는 법이 입
법이 되면서, 헌법에서 규정한 사회권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장
치들을 마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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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념적으로 보충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을 실현하는 입법목적”과,
그리고 “장애인평등을 실현하는 의무”를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대부분 재량규정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평등권을 강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전광석,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은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당사자주의, 연대주의, 장애관점의 변화(이철호, 2008)
라고 한다. 첫째 전문가와 관료 중심적인 입법관행을 벗어나 당사자들이 중심이
된 법안이었으며, 또한 여러 장애인 단체들의 연대운동의 결과였다. 한편 기존의
장애관련 입법들이 복지와 서비스 중심이었다면 “인권법”적 시각, 즉 “시혜에서
인권으로”의 전환을 가져온 결과물이었다.
또한 200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모든 인
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보장하고, 모
든 인권향유를 명백히 하고 보호하고 장려하며 장애인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
도록 장려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권리협약은 모든 권리의 내용에 있어
현대사회의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세
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징(이익섭, 2007; 유동철, 2009)이 있다. 2000년
대 후반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으로 대표되는 평등권 체계가
확산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

시각장애인 안마업 관련 위헌소송과 ‘평등의 딜레마’

70년대 이후 독점적 권한을 인정받은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은 비교적 안정적
으로 유지되었는데, 2000년대 이후 위헌소송이 세차례 제기되며 생존권에 대한
정당성이 흔들리게 된다. 이는 미노우(Minow, 1990)가 지적하는 일종의 “평등
의 딜레마”가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평등에 대한 처우를 주장하기
때문에, 기존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획득했던 특정한 권리들이 도전받기 시작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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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적 시장의 등장
대중적 소비사회와 해외 여행 경험의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마사지영업이 활
성화되기 시작했다. 피부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대안의학, 대
안치료적인 성격이 있는 것도 많았다.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과 특히 충돌을 일
으키고 있는 영역은 스포츠마사지와 카이로프락틱356) 등이다. 이는 손을 이용한
치료요법 즉 마사지는 미용업의 측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
로는 대안의학적인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다. 한국에서는 이원적 의료체
계로 인해 대안의학의 영역이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대안의학은
법적 체계 내에서는 유사의료라고 불리운다. 법적 체계 속의 유사의료는 접골사,
침사, 구사와 안마사가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접골사, 침사, 구사의 경우 법적으
로는 인정이 되고 있지만, 신규로 면허가 거의 발급되지 않고 있고 안마사만이
면허가 지속적으로 발급되고 있다. 또한 이외에 보완대체의학의 영역에서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카이로프락틱과 스포츠마사지 등이 있다. 이런 보완대체의학의
영역은 의사 등의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영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
화되어가고 있다.
스포츠마사지의 영업이 의료법 위반인지의 여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스포츠
마사지, 카이로프락틱 등의 영업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이것이 의료법의 비맹제
외 조항에 문제가 되는지가 지속적으로 법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스포츠마사지
및 카이로프락틱 등의 행위가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례
들을 살펴보면, 핵심적인 쟁점은 스포츠마사지사의 시술행위가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인지에 대한 여부이다. 대법원 판례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안마업
무를 한 스포츠마사지는 불법적 행위라는 판례를 내리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356) “카이로프락틱은 척추를 비롯한 뼈, 관절, 근육의 미세한 변화를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사용
하지 않고 인체를 한부분이 아닌 전체에 초점을 두어 복합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서 손을 이
용한 교정치료(adjustment), 수기치료(manipulation), 근육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자세교
육, 식이요법, 건강증진 교육 등을 통하여 뇌, 기관, 세포간 신경의 원활한 흐름으로 척추신경
기능을 회복시켜 신체의 정상적 기능과 건강을 되찾게 하는 의학임”(유사의료실태조사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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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1999. 5. 11.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서울 강동구 길
동 소재 건물 2층에서 16평 규모의 사무실에 침대 3개, 방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
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
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 안마
사의 업무한계로 정해진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
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
를 하는 것"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
하는 스포츠마사지가 위 규칙에서 정한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과 다른 형
태의 시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구 의료법(1999. 2. 8. 법률 제
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위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규칙
에 정하는 교육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가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와 같은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안
마업무에 종사한 이상 이는 구 의료법 제67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또한 피고인이 비록 스포츠마사지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수
료증을 취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다 하여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
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
다.357)

스포츠마사지 협회는 자체적인 자격증을 발행하고,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각종 대학에 관련 학과가 생겨나기도 하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제도화의 노력
을 하고 있지만, 스포츠마사지가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아닌지, 실정법을 위반하
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마사지의 경우, 마사지와 안마는
시술 요법이 다른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358) 하지만 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스포츠마사지
가 안마 등과 다른 형태의 시술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
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하더라도, 안마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357)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2977 판결【의료법위반】[공2004.3.1.[197],409]
358) 스포츠마사지 자격협회 홈페이지, http://www.sportsmassag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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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는 한국의 의료시장이 대체보완의료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있다. 한국의 의료시장은 한의와 양의의 이
원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식 의료체계 이외의 다른 시술방식들이
의료시장안에 편입되기 어렵다. 유사의료체계가 법적으로는 존재하고 침사, 구
사, 접골사와 안마사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면허가 발급이 되고 양성이
되고 있는 것은 안마사 뿐이다. 그래서 카이로프랙틱, 스포츠마사지 등 다른 대
체보완의료 시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의료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현행법 상으로 의
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
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의료법 12조에 규정되
어 있어서 의료행위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 이는 누가 시행하느냐에 대한 것
이지, 무엇이 의료행위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건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이들이 하는 치료 목적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되는 상황이다. 안마사의 경우, 의료법 내에서 인정을 받지만, 다른 수기요법 들
은 세무서에 사업자로 신고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스포츠마사지협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
에 대한 위헌 재판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의료행위의 배타적 관할에 대한 문
제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지적이 의료법에 대한 판례 분석에서도 제기되고 있
다.
의료행위가 생명과 신체에 관련되는 것이기는 하나 의료행위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므로 그 중에서는 그 관련성이 약한 분야도 있을 수 있고, 한편 전통
적인 한방 의료행위가 도제식으로 지식이 전수되어 온 것이므로 서양의학의
면허전통과는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건에서 의료
행위의 배타적 관할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위반 사안에서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다투는 판례들이 있었다. 의료법 위 조
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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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대
체의학 혹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359)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안마업을 제외한 다른 마사지 들 즉 발마사지, 타이
마사지 등은 대부분 미용업 계통으로 등록해 영업 중이다. 의료행위가 아닌 미
용행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피부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스포츠마사지 협회, 타이마사지협회, 한국수기협회 등 다
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교육과정을 거쳐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점차 종사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시각장애인 안마업 관련 소송에 대해 도도하며 법과
현실의 괴리애 대해 지적했다.

360)

국가대표단이 스포츠마사지사를 공식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올림픽, 월드컵 등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 경제위
기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마사지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
는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에 대한 기사에서 소개된 것인데, 정부 정책과 입법
활동의 모순성, 그리고 법제와 사회적 관행의 괴리에 대한 예로 위의 사례들이
언급되었다.
한국수기협회, 스포츠마사지협회 등 다양한 유관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스
포츠마사지 등을 국가자격증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노력을 하고 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런 공식화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스포츠마
사지, 수기요법 등의 유관단체가 입법화에 적극적이며, 또한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합법화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
다. 스포츠마사지 합법화를 위한 투쟁 속에서 단식 및 점거 농성 등을 했었다.
2008년 판결이 난 헌재 소송에는 약 7000명 가량의 스포츠마사지사 들이 소송
에 참여했다. 이는 스포츠마사지를 공식화하고 ,헌법재판소 소송에 참가하여, 국
가공인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 소
송에 참여하는 것이 일종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359) 의료분야 헌법판례의 분석
[2010.10.09][헌법논총 21집 399~444] [이명웅]
360) Nytimes, 2008.9.17., Blind masseurs in South Korea worry about loss of statu““
http://www.nytimes.com/2008/09/17/world/asia/17iht-massage.1.16231319.html?page
wante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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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다361)고 한다.

2)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에 대한 위헌 재판
(1) 위헌소송과 시각장애인의 권리
스포츠마사지 협회 등에 의해 제기된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에 대한 위헌 소
송은 지금까지 총 네차례 있었다.

2003년과 2006년, 2008년, 2010년의 판결이

있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에 대한 독점적 권리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 연합회장 등이 헌법소원을 제
기했다. “위헌 판결은 해당 법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세부기준(임지봉, 2006)”으로 한다.
2003년 처음 제기된 안마사업 독점에 대한 위헌 소송은 스포츠마사지 협회 관
련인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청구원인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업권을 부여
하는 비맹제외조항으로 인해 “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법률이 아니라 규칙에 의해
일반인이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인 내
용까지 침해하는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일반인을 배제하는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363)는 것이었다.
위헌 소송에서 합헌은 세차례, 위헌은 한차례로 판결이 되었다. 합헌에 대한
근거는 관습적 권리의 인정, 사회국가의 원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권리적 차원
등의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로 2003년의 판결문에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제도가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법의식이 존재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는 안마사 제도

361) 스포츠마사지 자격협회 홈페이지, http://www.sportsmassage.or.kr
363) 2003. 6. 26. 2002헌가1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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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일종의 관습적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장구한 안마사제도의 시행 역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
반인들의 의식에도 안마사는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라는
법의식이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들도 안마사업은 원칙적
으로 자신들에게 허가되는 업종이라고 여겨 그에 관한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
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마시술은 시각장애인이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관습과 국민의 법
의식이 존재하여 그러한 관습과 법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이 조항이 입법된 것
이며, 비맹제외라는 기준이 비록 법 제61조 제4항의 문언에 표시되어 있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
가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가 비맹제외기준을 설정
한 것은 법 제61조 제4항에 내포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들이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다.364)

안마시술이 시각장애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회적 관습에 기초해, 안마사에 관
한 규칙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법은 사회적인 관습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제도가 일종의 관습적 권리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근거는 “사회국가의 원리”에 기반한 기본권 보장이다.
한국의 헌법 제 34조365)에는 사회국가의 원리가 선언되어 있다. 그래서 장애인
을 보호할 특별할 의무에 의거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의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안마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반
364) 2003. 6. 26. 2002헌가16 전원재판부
365)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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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시각장애인 아닌 자들은 안마사 자격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아닌 자들의 안마사업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
권을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그에 따라 시각장애인들
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이 헌법 제34조에 의해 선언된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장애인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위 안마사에
관한규칙 제3조의 근거인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을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366)

하지만 사회국가의 원리는 앞서 논의한바 있듯이,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 속에
서 한국 헌법에 존속되어 있는 원리이다. 즉, 대륙법 체계 속에서 등장한 원리라
고 볼 수 있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사회권적 조항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체제 경쟁 속에서 제정법 속에 기본권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존재했다.
시각장애인에게 특정 직업을 인정하는 것이, 이들의 생존권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공익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공익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에 대한 권리가 공익, 즉 보편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법적 판단에는, 시각장애인의 직업권을 통해 사회적 약자
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이 깔려 있을 것이다.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의 중재로만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 규범의 영역이 존재한다.
또한 세번째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보호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시각이 존
재한다. 시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은 국가의 은전이나 혜택이 아니
라 헌법에 기초한 권리라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보나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는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하고, 이는 결코 국가의 은전(恩典)이나 혜택이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인 것이
다. 인간다운 삶은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직업활동을 통해 생존의 조건을 갖추어가는 것
366) 2003. 6. 26. 2002헌가1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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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단지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직업의식을 고양하고 소외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

367)

하지만 2006년의 위헌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한 반대의 견해 또한
존재했다.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것이었
다.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기본권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에 비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
권 침해의 강도가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런 의견은 2006년의 위헌 판결을 내리게 하는 핵심적 근거가 되었다.
비맹제외기준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등록안마사를 위하여 나머지 신체장애인 나아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원칙에도
어긋나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에 비하여 비
(非)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
성을 상실하고 있다.368)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이란 문제는 기본권에 대한 유보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
야 하는데, 비맹제외기준이 법률이 아닌 규칙에 의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런 형식적 문제는 이후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규정
을 법률에 기입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앞을 못보는 사람”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시각장애인”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했으며, 이를 의료법
안에 기입해 안마사업권을 법률로 보호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익의 균형성의 상실이란 문제는 의료법의 제정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2007. 3.말 현재 전체 등록시각장애인 209,968명369) 가운데
367) 2008. 10. 30. 2006헌마1098ㆍ1116ㆍ1117(병합) 전원재판부
368)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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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시각장애인이 약 6~7,000명370)”에 불과하다는 주
장이 제기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전국 장애인 등급별 유형별 등록현황」에 따르면, 2005년
9월말 현재 전국 등록(登錄)장애인 수는 1,741,024명이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시각
장애인은 184,965명이며,371) 그 중 중증(重症, 1급 및 2급) 시각장애인은 36,183명
(약 19.56%)인데 비하여,372) 등록시각장애인 중 실제로 안마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6,804명(중증시각장애인 6,752명, 경증시각장애인 52명,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제출한 2006. 4. 14.자 보충의견서 및 첨부자료 참조)에 불과하여 전체 등록시각장
애인의 3.68%, 중증시각장애인의 18.66%에 그치고 있다. 즉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한 등록안마사를 위하여 비맹제외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시각장애인
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장애인, 나아가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
하게 됨으로써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원칙에도 어긋난다.

스포츠마사지협회는 마사지 관련 종사자들이 70만명 가량된다고 주장한다. 시
각장애인 7천명을 위해 70만명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희생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헌재 판결에서도 일부 개진되는 경우가 있으며, 법익의 균형성 상실
의 차원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익 균형성 상실의 문제가 제
기되고 있는데는 또한 안마업이 안마시술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성매
매 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제기 또한 일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2008년과 2010년의 헌법재판 선고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 사이에 법익 불
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생활전반에 걸
369)자료：2007. 3.말 장애인등록현황,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참조.
370)이해관계인 보건복지가족부(구 보건복지부) 2008. 6. 12.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5. 9.말
시각장애인 중 안마업 종사자 수는 6,804명이다.
371)보건복지부 관련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추정시각장애인수는 198,456명이다.
372) 전국 장애인 등급별 유형별 등록(登錄)현황 (2005년 9월말 현재, 단위：명)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시각장애인 184,965 29,017 7,166 9,239 9,058 15,509 114,976

자료：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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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 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
을 이룰수 있는 수단이다.373)”라고 선고되어 현재로써는 합헌상태를 유지하고 있
는 상황이다. 합헌 판결에 대해 법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의 논증은 반대의견의 위헌론이 보다 명백한 논리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
다. 왜냐하면 특정 직역을 독점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야 할 만큼 독점적 이익
과 경쟁적 이익의 차이가 현저하거나 시각장애인의 다수가 이에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나라의 노동현장에서 노
동유연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며,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정서적 불안감도 고려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헌법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논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
면 이 사건에서는 각 논거가 지니는 주관적 설득력이 문제라고 보인다.

374)

시각장애인의 직업권에 대한 주장에 있어서, 이는 객관적인 논리구성의 문제라
기 보다는 각 논거들의 주관적 설득력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유권
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위헌이라는 입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들
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소위 진보적인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판이라 사회적으로
인정된 분들 역시, 시각장애인 안마업권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을 내린바도 있다.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효숙 재판관은 “자유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심판기준으로 삼았고, 생존권에 관해서는 장애인을
국가가 잘 보호하여야 하나 실제 그 임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입법부가 취한 구
체적인 조치가 미흡하다고 하여 바로 위헌은 아니라는 것을 심사기준으로 삼았
다.”375)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인희는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시각장애인
의 생존권 중,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더 중시한 것이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최소보장의 원칙을 삼았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위헌판결의 영향력에 대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시각장
애인 다수가 안마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계를 구성하고 조직하
373) 2010. 7. 29. 선고 2008헌마664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확인 등】[헌공제166호]
374) 의료분야 헌법판례의 분석
[2010.10.09.] [헌법논총 21집 399~444] [이명웅]
375) 262회 국회 정기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전효숙 청문 회
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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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핵심적 원리가 안마업에 대한 독점적 권함임을 볼 때 위헌판결이 미치는 영
향은 단순히 직업영역의 붕괴만이 아니라, 맹학교 및 시각장애인 단체, 공동체
등 시각장애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다. 맹학교에서는 안마를 중
심으로 직업교육을 시행해왔다. 시각장애인들은 맹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대
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누구나 다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
했어야 했다. 맹학교는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실업학교적 기능을
담당해왔는데, 여기의 주요 직업교육이 안마업이었던 셈이다. 현재 맹학교에서는
직업교육을 다변화하려는 시도와 대학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업교육의 핵심에는 맹학교가 있다. 맹학교에서 이료교육을 담당하
고 있는 것은 주로 시각장애인 교사로, 시각장애인들은 맹학교와 안마연수원 등
에서 교사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립교육에서 안마업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수 교육을 시행해왔는
데, 시각장애인의 직업영역이 갑자기 바뀌면 시각장애인 집단과 교육영역에 심대
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안마업은 단순히 학교 졸업이후의 직업영역일 뿐 아니
라, 시각장애인을 재생산하는 교육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
육 등 시각장애인의 생활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단체들 역시 안마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안
마업권에 대한 독점적 지위의 상실은, 곧 개별 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상실의 문
제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공동체와 사회를 구성해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안
마업권이 붕괴되는 것으로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
이다. 하지만, 기존의 논지에서는 안마업권 상실의 문제를 개별화된 시각장애인
의 직업 상실의 문제로만 바라본 측면들이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개개인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개별화된 권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를 시각장애인 집
단의 집단적 권리라는 차원으로 문제를 달리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권은 기본
적으로 소유권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에 근거해 개별화된 권리라
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소수자 집단의 경우에는 개별화된 권리로는 보장
될 수 없는 집단적 차원의 권리가 존재한다. 한국 시각장애인 집단에게 안마업
권은 단순히 개별적 직업에 대한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집단을 구
성하는 핵심적 경제적 구성원리이자 역사, 문화, 전통인 셈이다. 이에 대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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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리로서의 인정이 필요하다.

(2) “평등의 딜레마“
2005년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독점권이 위헌 소송에서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2명이 투신해서 자살했다. 민주화
된 사회에서는 그만큼 사회의 상이한 이익집단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
정하고 중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있다. 60년대, 70년
대에 이루어진 안마사업권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면, 60년대에는 한의사회와
양의에 의해 안마사업권에 대한 엄청난 견제가 존재했다. 여러 이익집단들간의
갈등과 충돌은 73년의 시행령와 75년의 법제정을 통해 일단락된다. 아이러니하
게도, 이런 안마사업권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독점권으로 공고화되던 시기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말살된 독재시기였다.
안마사 제도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왔다. 성장을 지향하는
보수세력보다는 이상하게도 분배를 지향하면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실용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진보세력이 집권했을 때 오히려 암묵적 박해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증거로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노동부에서 IMF극복 방안을 표
방하면서 공공기관이 아닌 복지시설 프로그램으로 수백 명의 부녀자를 상대로
소위 ‘스포츠마사지’교육을 단기간 실시함으로써 안마사 업무는 아무나 해도
되는 듯한 인상을 헌법소원 청구인 등에게 부각시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유발
하고, 그로 인해 ‘무자격안마행위자’에 대한 형사정책이 다소 완화된 것이 그
것이고. 참여 정부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을 때
여권 정치 수뇌부 일부 인사 등의 개입설과 더불어 안마사 자격을 청구인등에
게 개방하고자 했던 행정부 주무장관의 완강한 태도.(권인희, 2011)

민주화 이후 오히려 평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주장은 2006년 위헌 판결이
후 제기되었던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호소문에도 종종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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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도저히 갈 곳이 없고 살 길이 막막하여, 하
나밖에 없는 안마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서 유일
하게 부여잡은 시각장애인의 밥줄을, 비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4~5만여 개
의 선택권에 하나를 더 보태기위해 빼앗는 것이 과연 이 나라가 그렇게도 부
르짖는 ‘평등’이란 말입니까? (전시청연 반박문, 2006)377)

이 문제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임지봉, 2003)의 문제일 수도 있다. 제
도적인 차원에서만 규범적으로 평등을 보장하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체
계가 없는 것의 문제일수도 있다. 하지만, 마사 미노우라는 법학자를 따르면 이
는 “평등의 딜레마”라고 규정할 수 있다. “권리 패러다임에 의거하면 장애인에
대한 다른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정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상-비정상에 대한 범주 기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성
에 근거한 평등한 대우라는 점을 강조하기 어려우며 구별과 불평등성을 강화할
수 있다.”(Minow, 1990) 차이가 있는 집단에 대해 비정상인 접근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차별을 시행해도, 특혜를 주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차
이를 가진 집단에 대해 동일성의 원칙에 근거해 정상인 접근에 의거해 평등한
대우를 주장할 경우, 이 집단에 대한 다른 조치는 불평등하다고 비난받기 십상
이 다. 다시 말해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집단에 대해 계약주의적 사회관계 속에
서 특정한 권리를 인정하면, 이는 결국 특혜의 차원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
는 것이다.
한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현재는

법제적으

로는 시각장애인의 직업권이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안마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집단에 의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헌
재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배제와 차별을 겪고 있는 이들은 스포츠마사
지 사 등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결혼이주 중국계 여성들도 많다. 중국에서는 안마
업에 대한 특별한 법규제가 없기 때문에 중국계 여성이 안마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런 식의 법규를 모르는 이주 중국계 여성들이 안마업에 종사하다가
처벌 받는 경우(문경연, 2010: 124)가 많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 소수자 집
377)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 헌법재판소 반박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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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범이긴 하지만 또 다른 방식의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
는 문제도 갖고 있다. 2012년 7월 현재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업권 독점에 대한 위
헌 재판이 다시 청구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울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시각장애
인의 안마업 독점권이 비시각장애인 중 경제적 빈곤자 들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
한다고 해서 다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378)이다.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평등 주장으로
인해, 평등의 딜레마가 등장하는 상황이다. 이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문
제만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순간,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특혜와 시혜적 조치로 인식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권리에 입각한 평등이 제기
되기 전에는 특별한 대우에 대한 별다른 저항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평등이라는
요소가 강조가 되면서 발생하는 딜레마이기도 한다.

3) 생존권의 근거: 관습적 법의식과 헌법
2006년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에 대한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
의 안마업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조직화된 행동에 힘입은
바 크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대한안마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위를 진행했다. 5월 29일부터 마포대교 위에서 시위를 했으며, 마포대교 아래
한강 둔치에서 시각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집회를 했다. 당시 위헌 판결이후 시각
장애인들은 마포대교 아래에서 시위를 펼치며 대체입법을 요구했다. 마포대교 아
래로 투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시각장애인이 자살을 해 목숨
을 잃은바 있다379). 그만큼,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안마업이 가지는 주관적 의
미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에 대한 권리 주
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378) 에이블 뉴스, 2011,11,9, 「안마사 독점 또 위헌신청」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8&NewsCode=0
04820111110150131915500
379) 연합뉴스, 2006,6,5, 「`헌재결정' 비관 안마사 투신자살」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06060502071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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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82조의 입법 취지는 고려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국가 정책적으로 직
업적 장애가 심한 중증시각장애인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역을 배타적
으로 부여하여 지역사회에 통합시켜 온 역사적 사실과 우리 헌법 제 34조 제
5항이 규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예산을 통한 공적 부조가 아닌 납세의 주체로서 자립시키고자 하는 것”
(권인희, 2011)

권인희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에 대한 권리 주
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시각장
애인들의 직업을 보장해주었다는 관습적 권리에 대한 것과, 그리고 헌법에 기반
한 생존권 주장이 그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고 그것을
지켜온 것은 비단 식민지기 이후가 아니라 고려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
다는 주장이다. 관습적 권리와 헌법에 근간한 생존권이라는 주장이 시각장애인들
권리주장의 핵심적 논거를 제공했다.
(1) 관습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
나는 관습적 법의식과 투쟁의 기억이다. 시각장애인 계에서는 안마업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관습적 법의식과 연결짓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장애인 생존권 보장의 역사를 조명해 보았듯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점복업과 음악으로 일제 강점기와 건국이후에는 안마업으로 시각장애인을 사
회에 통합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권인희, 2011)

이런 관습법적 법의식은 앞서 분석한 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등장한다.
“안마시술은 시각장애인이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관습과 국민의 법의식이 존재
하여 그러한 관습과 법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이 조항이 입법”되었다는 주장이
전개된 바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습적 권리
의식은 시각장애인 집단의 여러 성명서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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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은 조선총독부가 만든 악법이라며 불법마사지업자
들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 조선시대부터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직업으로 점
복사, 독경사(讀經士), 악사(樂士) 등이 있어왔다는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유일한 시각장애인 직업을 그들의 검은 실속을 위해 강탈하려 하는
것이다. 실상 현재 2만여개의 직업중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직업교육은 안마업
뿐이다.

380)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복술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정하였
습니다. 그 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시각장애인의 유보업은 안마가 되었습
니다. 유보업의 중요성은 조선 양반이나 일제도 알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유
보업은 대단한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안마를 한 백여 년 전 아
니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동네에 피리를 불고 다니면 사람들이
집안에서 피리소리를 듣고 안마사를 집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 겨우 시각장애인의 유보업종인 안마업에 대해 대중성을 마련하고 생존기반
을 마련하려고자 하니 이것마저 빼앗으려 합니다.381)

시각장애인들의 권리의식은 조선시대 혹은 고려시대까지 소급된다. 실질적으로
일제시대 이후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에 종사해왔지만 이전에도 시각장애인
들이 독점적으로 종사해온 직업영역이 국가에 의해 보호받았다는 것이 권리의식
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권리의 내용은 점복업에서 안마업으로 변화되었지만, 국
가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의 직업과 생존이 보호받았다는 것이 권리의 주요한 근
거가 된다. 또한 이런 전통에 소급하는 방식은, 이후 장애인의 유보업종이라는
개념과 결합하며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기 이른다. 또한 안마업 유지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다른 역사적 투쟁의 기억이 환기된다.
“그때는 광복 후고 그런데도... 그때 미신타파 이런 것 있고 이럴

에... 집

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경찰청을 상대로... 당장 이 사람들은 생활대책을 세워
380) 한겨레 신문, 2006,7,10, 「두 번 짓밟힌 시각장애 안마사의 생존권」, 한방희 시각장애
인연합회 중구지회장,
381)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 헌법재판소 반박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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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러면 당장 그런 것 안한다... 그런 걸 봤는데... 그러면서 참,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아, 그러면서
결국 이런 저런 공부를 하면서 조선맹청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 참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무식하고 어리석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동래부사가 시각장애인들, 부산지역에 있는 사람들한
테, ‘유목독경자는 거장타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신타파 운동 같은 걸
정부에서 하고 이러면서 시각장애인들 하는 것은 그냥 놔두고...
그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어떤 의식에 대한 것이 자꾸...
시각장애인 선생님인데... 주로... 수업하고, 왜 지금 우리가 자격제도를 부활하
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아마 수업의 반은 그 얘기로... 사상적
인 교육을 시켰다고 봐야 될거야.“

382)

시각장애인의 집단적 권리 보호의 투쟁의 기억이 역사교육을 통해 전파되었고,
이는 시각장애인의 권리의식을 강화하게 했다. 시각장애인 집단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강한 투쟁과 조직력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인 약자 집단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무척 취약하다. 조직을 구성하기 어렵고, 자원이 없
으며, 또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
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주장은 이권과 이익에 대한 생때로 보이는 경
우가 많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주장은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정치
적 힘 싸움이나 ‘밥그릇 싸움’ 문제로 만들 뿐 결코 정의의 문제가 되게 하기 쉽
지” 않다(장은주, 2012, 1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지속되어
온 국립교육과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었으
며, 또한 집단의 기억과 역사를 공유해왔다. 이런 투쟁에 대한 기억은 지속적으
로 시각장애인의 권리 주장에 재현되며 투쟁을 강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2006년 위헌판결이 나왔을 때 시각장애인들은 마포대교 아래에서 1달
여간 시위를 지속했다. 마포대교란 장소 역시, 60년대와 70년대 투쟁을 했던 장
소를 반복한 것383)이라고 한다. 이런 투쟁 속에서
켜나갈 수 있었다.
382) OH_09_021_양만석_06_01
383) OH_09_021_양만석_0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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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지

소수자의 권리가 관습에 기인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1장 에서 밝힌바 있다. 사
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보장은 시혜주의적 구조 속에서 존재해 온 관습에 기인하
는 경우들이 있다. 관습적 법의식과 관행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권리의 보루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은 국가 혹은 지배자 집단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생존권을 보장받아왔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관계는 국가의 통치가 민
주화되고 지배자 집단이 다원화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관습적 권
리가 실정법, 제정법 체계 속에 존재하며 주장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근거한 새
로운 패러다임의 권리 주장이 제기될 필요성이 있었다.
관습적 권리와 사회적 관행의 차이 여부는 이런 권리가 헌법적 권리로 자리매
김하는데도 영향을 준다. 대만에서는 한국에서 시각장애인 위헌 재판이 이루어지
던 비슷한 시기(2008,10.31)에 위헌 재판이 제기되었고, 위헌 판결로 인해 시각
장애인의 독점권이 폐지되었다. 대만에서 시각장애인이 안마에 대한 독점권을 갖
게 된 것은 1980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 근거해있었다. 2008년 제기된 위헌재판
에서 대법원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시각장애인의 관습적 권리 근거는 한
국과 대만384)의 상황을 다르게 했을 것이다.
384) 시각장애인들이 대만에서 안마업에 종사하게 된 것은 일본 식민통치의 영향이다. 하지
만, 대만에서는 식민지 조선과 달리 국립맹아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안마를 가르치지 않고 민
간차원에서 관습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과 달리 전통적으로 강력한
시각장애인의 집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한 전통성을 기반으로, 국가에서
의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영국 장로교회 목사인 William Cambell에 의해 시작되었
다고 한다. 켐벨은 1891년 訓瞽堂이란 학교를 세워 성경, 점자, 算帳(계산), 편직, 수공예, 공예
등을 가르쳤다. 직업 교육으로 공예 등을 강조해서 교육했다. 1897년 재정난으로 문을 닫은 이
후, 일본이 맹학교의 운영을 접수하게 되었다. 타이난 자혜원을 세웠고, 부설기관인 훈고당을 맹
인교육부로 바꿔 맹인교육을 시작했다.

“臺南慈惠院盲生教育規程”라는 교육규정이 수립되었다.

5년간의 일반과정과 3년간의 기술과정으로 구성되어 도덕, 일본어, 체육, 창가, 안마 등을 배웠
다.
맹인교육부에서 수신, 교육, 산술, 체조, 창가 등을 가르쳤고, 제3년제에서 일본 식 안마와 기
예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안마는 일본 맹인의 전통적 직업으로 일본인은 관습적으로 치료안
마 등을 찾았기에, 일본에서의 맹인의 재능은 비교적 발휘되고 있었다. 대만에는 거주하는 일본
인이 많지 않았고 대만 본토인들이 안마에 대해서도 낯설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맹인은 안마
만으로 독립생존하기 어려웠고, 맹인들은 다른 길을 찾게 되었다.”(邱大昕, 2009)
한국에서처럼 대만은 대만 사회내부에서 안마업이라는 직업영역이 존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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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종사는 한국과 대만에서 모두 식민통치의 문화적 유산
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위헌재판에서의 결과가 다르게 등장하는 데에는 법적 판
일본통치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전된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마업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직업으로의 가능성이란 문제가 있었다. 대만총독부 경무국
위생과 자료에 의하면 1912년 대만 시각장애인중 안마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74인이었다. 1923
년이 되면서 안마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440명이 되었다.
해방이후, 국민당 정부 이래 일본의 西優中劣의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학 발전은 많은 제한이
생겼다. 민간영역의 의료는 자유방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에 종사하
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된 것이 아니라 관행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점차 사회가 기계
화 현대화가 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과거에 종사했던 영역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업이었다고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직업과 자격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어려움을 겪
게 되었다. 1973년 시각장애인의 복지보장을 위해 안마를 직업으로 규정하려는 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행정원에서 삭제했는데 “안마는 물리치료의 하나의 항목으로 안마의료는 맹인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대만 사회에서 色情사업이 번창하게 되
며 마사지업과 결합되는 형태가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타이페이의 맹인복리협진회의 이
사장이 1979년 「殘障福利實施辦法草案」에서 “맹인안마직업을 보호”하는 조문을 넣어서, “최
근 수년 동아, 사회가 번역하면서 각현시에서 색정 마사지가 창궐했다. 정안인이 독점하고, 맹인
안마업자들은 경쟁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맹인안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주
장했으며 1980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을 독점하는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는 안마업에 종사할 수 없다(非視障者不得從事按摩業)“라는
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은 보호를 받았지만 이는 2008년 위헌재판이후 3년의 시효를 두
고 독점권은 해체되었다. 2008년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야기한 것은 2003년 미용실에서 고객들
에게 마사지를 한 사건으로 인해서였다. 미용실 업주가 이 법이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
다고 헌법재판을 제기한 것(Chun-Yuan Lin, 2010)이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0년 제정될 시기에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별다른 직업
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독점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직업 영역 자체가
시각장애인에게만 특정화되어야 하는 영역은 아니며,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영역
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다. 30여년가까이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에 종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
각장애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도 볼 수 없다. 목적과 수단 사이에
실질적인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보호의 권리에도 위배된다.
또한 안마업과 관련된 이해관계 집단의 문제가 있다.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의 이해가 있는
데, 이를 위하여 금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직업 자유의 중요성을 보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시각장애인들의 노동권이 공익이라고 인정하지만, 행정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른 적절한 교육
을 제공하고 고용기회를 제공해야지 안마업권에만 한정해서는 안된다( Chen, Shin-Min, 2011)는
이유로 인해 위헌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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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법리적 이유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집단의 사회의 힘과 사회 내에서의
시각장애인 집단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권에 대한 강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조선시대 이래 시각장애인의
직업 영역을 국가가 보호해주었다는 강한 권리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직업 보호
의 내용은 시각장애인 점복업자에서 안마사로 바뀌었지만, 점복업을 보호해주었
다는 것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단의 투쟁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다는 투쟁의 기
억이 안마사업에 대한 권리 주장으로 이전된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일제에 의
한 통치 이전에 한국의 경우와 유사한 강한 직업 집단이 존재했는지는 의문이
다. 어업 등에 종사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처럼 전통시대의 강한
직업 집단이 근대적 국가체계로 이전된 과정은 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역사와
관습의 차이가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의 독점에 대한 사회와 경쟁집단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등’의 언어가 보다 쉽게
적용되며, 대만 시각장애인의 직업권의 근거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2) 헌법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을 거치며, 시각장애인들의 권리근거가 관습만이 아니
라 헌법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후 과정을 거치며 시각장애인계에서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갔다.
생존권이 이전에는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법적 규범성에 대한 논의없이 사용되
었다면 점차로 생존권은 법적 형식성을 갖기 시작했다. 앞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생존권의 언어가 시각장애인의 권리주장에 등장하는 것은 60년대 유사의료
업 제정 청원시기부터이다. 생존권은 애초에는 “민족집단의 생존권”이라는 성격
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구체적인 “소수자 집단의 생존권”으로 전환되어
갔다. 70년대 시각장애인들이 유사의료업법 제정을 요구할 때의 생존권은 법 제
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생
존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거나 인권적 규범성이 있
는 것으로 형식적 규정력을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단지, “숨통트일 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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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을 주장했을 뿐이다. 또한 권리청원이 사회 일반을 향한 정당성 확보라는
방식 보다는 권위주의적 통치자에게 직접적으로 청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시혜주의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점차 사회가 다원화되고, 의사결정의 과정이
분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대한 정당성을 승인받을 필요가
생겨났다. 공론장에서의 정당성의 확보라는 점이 시각장애인 집단이 민주화과정
에서 어려움을 겪은 요인이라 보인다. 특히 시각장애인 단체의 지도자들은 민주
화된 정권에서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공론
장에서의 정당성 확보라는 점에 대해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의 변화, 그리고 다원화된 의사결정체계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
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주요한 장이 되었다. 그 결과 생존권의 근거로서 헌법이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헌법 속에 사회국가적 원리가 규정된 것은 제헌헌
법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일이지만, 이 것이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 의미
를 갖게 된 것은 위헌 소송을 거치면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생존권이 헌법
적 원리에 근간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들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헌법은 단순히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와 원칙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의 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의 근거라고 인식하고 활용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갖기 시작할 것이
다. 시각장애인들은 위헌 재판을 계기로 생존권의 헌법적 근거라는 성격을 명확
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즉 안마업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주장이라는 내용
(content)이 법적 형식성(form)을 갖추어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이 성문화된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성원들이 헌법을 근거로
실질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일종의 “살아있는 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복리,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장애인 정책
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자기 능력에 맞는 하나의 인격체, 독립된 인간, 자
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본적 생존권마저 박탈
한다면 그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직업선택의 자유도 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못한 것에서 출발한다면 국민의 합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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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헌재판을 거치며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의 문제를 자유권과 대립하며 인식하기 시작했다. 형식적 평등과 자유권의
보장만이 아니라, 공공복리, 혹은 기본적 생존권의 문제 등 실질적 권리의 보장
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근거해 주장하기 시작했다.

4. 소결

민주화 이후,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영역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80년대에 제도화되었던 인권적 규범이 실질적 내용을 획득하기도 했
으며,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인권 운동들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 등으로 인해 평등권 중심으로 보다 체계화되
어갔다. 장애인의 인권은 시혜주의적 구조를 탈피하고, 평등권에 기초한 인권의
구조, 또한 계약주의적 인권의 구조로 전환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런 구조의 변화 속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는 흔들리게
된다. 기존에는 권위주의적 통치자에 의해 사회적 이견들이 통제되었지만, 이제
다원적 사회와 민주화된 사회가 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독점적 권리에 대한 여
러 사회적 도전이 발생하게 된다. 시각장애인이 종사하는 안마업 이외에도, 스포
츠마사지 등 다양한 마사지업이 활성화되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업에 대한 독점적
인정은 4차례에 걸쳐 위헌 재판을 하게 된다. 3차례의 합헌과 1차례의 위헌 판
결이 내려졌었는데, 현재는 합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각장애인
의 안마업 독점이 합헌을 유지하게 되는데는 법리적인 이유도 크지만, 시각장애
인들의 생존권 주장의 절박함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06년 위헌 판결이후 시각
장애인이 자살을 하고 고공시위를 하는 등, 시각장애인계는 생존권에 대한 절박
385) 한겨레 신문, 2006.6.1. 「헌법재판소, 시각장애인 생존권 죽였다」, 이재호 ,경북점자도서
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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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드러냈다. 또한 강력한 사회적 투쟁을 전개해 새로운 입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이 단순히 개별적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개개인
의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집단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원리로 작용하
고 있으며, 안마업 독점의 폐지는 안마업을 매개로 구성되고 작동하고 있는 시
각장애인 공동체와 사회, 학교, 단체 등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
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권리 주장은 관습에 기반한 권리주장에서
헌법에 근거한 생존권 주장으로 변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위헌재판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헌법적 권리를 오히려 각성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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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결론
1. 연구요약
본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영역으로 직업권의 대표적 영역인 안마사업권
의 형성과정을 분석했다. 안마사업은 식민지시대 이래 시각장애인들의 특수한 직
업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이런 과정에는 복잡한 사회 역사적인 과정과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법적인 능력(capacity)에 대한 규정은 시각장애인들이 완전한
직업인으로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데 제한을 했으며, 또한 안마·침술 등이 유사의
료영역으로 규정되며 한의사업계와의 지속적인 경쟁관계 속에 놓여있었다. 시각
장애인 자신들의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이 불안정하며, 또한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
해 합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집
단은 자신들의 생존권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지배적 사회적 관계와
관습적 권리의 근거를 활용했다.
시각장애인의 직업권으로 대표되는 생존권 획득은 권위주의적 정치구조와 사
회구조 속에서 시혜적인 방식으로 발생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시혜주의
구조에서 시각장애인의 권리청원은 일부 성공했다. 하지만, 정치체제와 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계약주의적 방식으로 전환된 2000년대 이후,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증해줄 수 있던 최
고 결정권자에 의한 정치가 사라진 민주화 이후, 이는 지속적으로 헌법 재판소
에서 위헌 재판으로 청구되게 된다. 본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이라는 생
존권 영역이 형성되고 변동되는 과정을 (법적)능력-사회적 관계-시장-법의식의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의 장은 비정상적 법적 능력- 시혜주의-비경쟁 시장
-관습적 법의식의 관계에서 정상 능력-계약주의-경쟁시장-관습+헌법적 법의식
의 관계로 변화해왔다. 이런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식민통치->탈식민화)로 인
하거나, 혹은 국제규범의 이식, 시장 영역의 확대 등을 통한 변화였다.
두 번째, 시혜주의적 구조는 식민주의적 시혜주의, 원조중심 시혜주의, 권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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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혜주의, 시혜주의적 국제규범의 이식 등으로 분석했다. 시혜주의적 관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요 행위체와 자원배분, 입법의 관계에서 변이를 보였다. 하
지만 근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자선-자혜의 대상으로 설정하며, 불평등한 위계질
서적 구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시혜주의 구조는 권력행위자와 시각장애인 집단의 대면적 접촉에 기
인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통치자가 시각장애인의 문제를 사회문제의 일반적인
틀, 즉 복지 문제 등의 한 요소로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비교해, 직접적으로 시각
장애인의 호소와 청원이 있는 경우 권력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시혜주의적 요소를 권위주의적 권력이 취약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식민주의 시혜주의는 맹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집단을 돌봄으로 일종의 문명적 요소를 갖추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일
본 사회에서 발생한 사회적 천황제 성격 속에서 천황제적 자혜가 확대되어간 것
이기도 하다. 해방이후의 원조중심적 시혜주의는, 전쟁이후 급증하는 원조물자를
기독교 중심의 사회사업 단체들이 매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해방이전의 천황
제적 자혜는 사라져갔지만, 선교사의 자선적 요소들이 기독교의 시혜주의적 요소
로 전환되어 간다.
권위주의 통치시기의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 획득은 시혜주의적 입법의 결과
라 볼 수 있다. 당시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충돌하며, 유사의료업의 법제화를 막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양의와 한의의 이원체계의 강고한 틀 속
에서 의료법 내에서 안마업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시
혜주의적 입법의 결과였다.
시혜주의적 관계는 자원배분의 차원과 입법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래
서 자원의 획득에 대한 것과 구체적 입법을 통한 권리획득의 차원이 있다. 시혜
주의적 권리획득의 차원에서, 권리획득을 위한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고민이 상
대적으로 약하게 등장하는 측면이 있다. 직접적으로 권력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해
권리를 획득하기 때문에, 사회 영역에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상대
적으로 약한 편이다. 권위주의 시기 등 사회의 의사결정구조가 단일화된 상황에
서는 이런 시혜주의적 권리획득과 청원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회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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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다원화되면 이런 권리는 일종의 특혜로 인식되고 권리는 지속적으로 경쟁
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세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비정상적 법적 능력의 규정은 보호주의적 능력제한(민
법)-전문 자격제한(의료법, 약사법)-우생학적 자격제한 (해외이주법, 모자보건법)
의 형태로 나타났음을 발견했다. 흔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해 논의할
때, 이는 사회적 관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논의가 될 뿐 법적 구조에
대한 분석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본연구는 근대법의 형성과정에
서 장애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식민지 조선
에서 일본 민법의 계수를 통해 능력에 대한 제한 규정이 발생했다. 농자, 아자,
맹자의 경우 준금치산자로 규정되어 계약의 완전한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이는
계약 등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하지
만 구관조사 등 조선의 전통적 관습에 대한 조사에 의거하면, 농자, 아자, 맹자
등에 대한 별다른 법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대법의
계수를 통해, 장애인들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능력”을 완전하게 갖추지 않은
“비정상인”으로 자리매김된다. 이는 해방이후에도 이어지며, 공무원의 임용, 고등
고시, 의료법, 약사법 등 각종 행위능력을 규정하는 법에서 능력이 없는 이들로
제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격제한의 요소로 기능하는 것이다. 또한 보호주의적
능력제한과, 전문 자격제한의 요소에 그치지 않고 우생학적 자격제한 역시 존재
했다.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배제와 제한은 일괄적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
으로 삭제되었다. 특히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거치며, 여러 차별적 조
항들이 삭제되기 시작했다. 이는 군사독재로 인해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이, 장애
인의 인권을 매개로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얻기 위한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하여,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던 장애인에 대한 “비정상인”접근이 삭
제되며, <농자, 아자, 맹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해외이주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
서 소거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능력은 선험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
계와 정치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구술문화 중심의 사회에서는 문자 해
독능력이 없는 것이 별다른 능력의 부재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한글문화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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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확산으로 문자문화가 정착되면서 맹인들이 글을 못 읽는 것은 근대적 문
해 능력의 부재로 인식되었다. 또한 전통 사회에서는 점복업자로 나름 직업을 영
위하고 살아갔지만, 과학과 근대적 사고체계의 확산으로 인해 이들은 미신으로
자리매김되어 갔고 이들은 근대적 직업 능력이 부재한 이들로 여겨지게 되었다.
“능력”은 선험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직업권리란
형식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는데 성공했다.
네번째, 시각장애인들이 생존권을 주장할 수 있던 근거로는 관습과 헌법의 두
차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시각장애인들이 강력하게 생존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로는 우선 관습법적 권리의식이 존재한다. 시각장애인들은 고려시대
부터 국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았다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는 왕실에서 시각장애인 점복업자를 보호해주었다는 과거의 기억과, 식민지시기
에 미신타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점복업을 총독부에 저항해 지켜왔다는
투쟁의 기억이, 안마사업권에 대한 권리의식과 결합되는 것이다. 안마사업권이 시
행된지 100년에 이른다는 역사적 현실과 과거의 시각장애인의 점복업자들의 권리
획득 기억이 결합이 되며 강력한 생존권 주장의 근거로 기능했다. 관습은 맑스가
지적했듯이 사회적 빈자들의 권리의 보고일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는
없지만, 위계질서 속에서 일정한 신분관계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받는 방식이 가
능하다. 시각장애인들의 관습적 권리주장은, 시혜주의적 권리 구조 속에서 작동할
수 있었다.
시혜주의적 권리획득이 발생했던 시기는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로, 자유권과 보
편적인 인권이 부정되던 시기였다. 이런 인권의 암흑기에 시각장애인의 직업권이
보장되었다는 것은 인권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수자
의 권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소수자의 사회에
대한 요구는 특수하기에, 보편적 정의와 규범의 언어로 환원되기 어렵다. 역설적
으로 보편적 정의와 인권의 존중이 무너진 틈바구니에서도, 소수자의 권리는 보
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런 권리 주장은 위헌소송을 거치며 헌법적 권리 주장으로 전환해간다.
제헌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이고, 제헌헌법에는 생존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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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적 원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헌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이런 헌법
적 근거가 실질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의해 바로 권리 근거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시각장애인 집단은 위헌소송을 거치며,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사회적 약자집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국가적 원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이
를 투쟁의 근거로 활용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사회 속에서의 “생존권”의 개념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생존권”은 식
민지기나 한국전쟁기에만 해도 민족이나 국가의 생존권의 차원으로 쓰여졌다. 하
지만 1950년대 중반이후부터 “매음녀의 생존권”, “노점상의 생존권”, “철거민의
생존권” 등이란 문제의식이 등장하며 개별적 집단의 권리주장에 사용이 된다. 이
경우에 생존권은 국가의 통제, 경찰력 행사에 대항해, 불법적 영역이나마 사회적
약자 집단이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소극적 행사를
통한 생계 보호라는 차원으로 활용되었다. 60년대 이후 시각장애인 집단은 “생존
권” 보호를 시각장애인 안마사업권 청원시 중요한 기치로 내세운다. 사회적으로
“생존권”이라는 용어가 확산되면서, 시각장애인들도 이를 투쟁의 언어로 받아들인
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생존권”은 국가가 특정 영역에 대한 직업권리를 보장하
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활용되었다.
여섯번째로 본연구는 권리획득의 장이 계약주의적(contractual) 구조로 전환된
이후 “평등의 딜레마”가 발생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동일성에 기초한 평등한 사회에서는 특정한 집
단에게 특정한 이해(interest)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고 이는 특혜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발생한 위헌 소송과 위헌 판결 등은 “차이”가 있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혜택이 야기하는 “평등의 딜레마”이다. 이는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의 갈등이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평등한 사회적 시
민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다른 처우는 근본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다는
비난에 시달리게 된다. 차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위헌소송에서 제기되는 평등의 문제는 개별화된
개인의 권리에만 한정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집단, 공동체, 사회 속에서 안마업
권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즉 시각장애인 집단의 집단
적 권리로서의 안마업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시각장애인 사회가 안마업권을 생

- 256 -

존권으로 인식하는 절박함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함의
본연구가 갖고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T.H.Marshal 식의 사회권 논
의를 받아들일 경우, 사회권은 정치 시민적 권리가 완성된 이후 단계론적으로 발
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버마스가 “원칙상 법치국가와 사회복지국가는
민주주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권의 하위 요소인 생존권적
보장은 권위주의 체제하의 시혜주의적 구조 속에서도 보장되는 측면이 있었다.
물론 보편적인 보장이어서 사회 모든 집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정한
사회집단이 권리청원을 통해 생존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나름의 장치가 작동하
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획득은 완전한 평등과 자유권의 획득 이후 가
능했던 것이 아니라, 온정주의적으로 부여된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자유권과 평등권이 확대된 사회 속에서만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기존의 규범
적 인권관과 달리, 권위주의적 체계 속에서 시혜적으로 작동한 권리획득의 한 양
상을 분석하여 계약주의적 권리구조와는 상이한 시혜주의적 권리구조의 양상을
드러냈다. 본연구는 권리의 문법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권리의 실천에 대한 연구
로, 권위주의적 체계 속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권리가 청원되고 행사
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권리의 문법, 인권의 문법에 대한 논의는 많
이 있어왔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 권리가 실천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권리 언어와 권리 전략을 보다 실질화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장애인 운동에서 “시혜”에서 “권리”로가 대표적인 구호이지만, 여기서 “시
혜”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없다. 이런 “시혜”적 관계를 역사
적, 사회적으로 분석해, 보다 “권리”중심적 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
할 수 있다. “시혜”적 관계의 구성에 대한 정치한 해석만이 시혜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 257 -

한편 이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전통적 인식과 사회적 관습에 의
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기초로 한 근대법의 적용과정에서 강화되어갔음을 밝
혀냈다. 구관조사에서 보이듯이 장애인들의 권리행위에 대하여는 전통사회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소유권의 확정과 계약을 보호하기 위
한 근대법이 강화되어가면서, 장애인들은 “능력”, 즉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을 갖추
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人”으로 자리매김 되어갔다. 이런 규정들은 장애인들이
국가 영역에서 공인하는 여러 자격을 취득하거나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 배제
조항으로 작용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눙력”에 근거한 배제와 “능력”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근대사
회를 강고히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의 한 측면을 드러낸다. 본연구는 능력이
없다고 배제된 집단이, 사회적으로 권리를 획득해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능력담론
의 한계를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능력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의 변동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은 구술문화 속에서는 문자해독능력이 부족하
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문자문화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며 문자해동능
력이 없는 대표적 문맹(文盲)으로 되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는 점복업자로 활동
하며 사회통합을 이루었던 시각장애인들은 과학적 사고가 지배하는 근대사회가
되며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이 되며,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국가가 시혜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제도와 집
단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발휘했다. 이렇듯,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능
력”이 사회의 관계에 따라 규정되는 것인지 절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님을 분
석한 것이다.
또한 본연구는 소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
로 생존권을 주장해온 역사를 분석해, 소수자들의 적극적 행위성을 밝혀냈다. 기
존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들에서는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사회적 메커니
즘에 분석이 맞추어져 있어, 소수자 집단을 희생자화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자료 자체가 이를 배제하는 권력의 언어로 서술되어 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며, 연구자들 역시 권력의 언어가 구성하는 프레임을 벗어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 집단에 대한 다원적인 자료 수
집을 통해 이들의 권리 주장의 역동성을 분석했다. 시각장애인들의 역사적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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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 권리주장, 투쟁의 기억 등 권리주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다양한 근거
를 분석해, 시혜주의 구조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역동적인 행위성을 분석했다.
본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으로 대표되는 생존권에 대해 역사적이고 사회학
적인 다차원적 분석을 실시해, 규범적인 권리관의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있다. 앞
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은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경쟁단체에 의해
경합이 이루어지고, 독점권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서
서울지방법원의 판사가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등의 딜레마”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업을 소유권적 개인주의에 입각해
개인의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집단, 공동체, 사회가 구성되고 있는
핵심적 원리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맹학
교와 성인 직업 단체 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원리로 안마업이 자리잡고 있는 것
이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은 개별화된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라기 보다는, 사회
의 소수자 집단의 시각장애인들의 집단권(group rights)적인 성격이 있다.
하지만 본연구의 5장에서도 분석한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은 안마시술
소라는 형태로 성매매와 결합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업권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는 이런 영업 형태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잠재되어 있다. 최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주장은,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안마시술소 단속을 완화할
것에 대한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으로서의 안마업과, 안마업
의 실질적 형태로서의 안마시술소와 성매매의 결합은 분명히 분리되어서 이해되
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이 안마시술소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지속되거
나, 안마시술소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소수자 및 사회
적 약자의 보호라는 사회국가적 원칙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시각장애
인계에서도 “건전안마”, “안마원”의 활성화를 통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
황이다. 본연구에서 분석한바와 같이, 시각장애인들의 권리 획득의 구성이 최고결
단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시혜주의적 구조에서, 다원화된 계약주의적 관계로
변화했으므로, 시각장애인계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사회적 공론장에서 인
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권리획득의 장의 구조가 변
화한 이상, 계약주의적 권리구조 속에서의 권리전략, 공론장을 통한 권리인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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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에 대한 위헌 재판이 다시 재기되
어 있는 상황이다. 4차례의 헌법재판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헌 소송
을 통해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연구의 5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업권이 법제화되던 60년대에는 이는 일종의 한시적
인 입법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이 법대에 진학하고 변호사들
로 활약하는 미국과 같은 상황이 될 때까지만의 일종의 사회구제책으로서 유지가
되는 것이라 입법자들은 생각했다. 하지만, 안마업 자체가 산업화되고 또한 시각
장애인의 사회와 공동체가 안마업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안마업은 단순히 개별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권리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집단과
공동체의 집단적 권리이자 집단적 경제영역으로 발전한 경향이 있다. 앞에서 분
석했듯이, 시각장애인 맹학교 교육, 성인교육, 경제구조, 사회구조 등이 안마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직업적 권리가 다시한번 박탈될
경우 시각장애인 공동체에는 엄청난 충격이 발생할 것이다.

3. 추후 연구과제
추후 대만과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소수자들의 생
존권 영역이 식민화와 탈식민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
성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인권, 특히 생존권
영역의 동아시아적 특성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한다. 안마업권은 본래 일본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독점적 직업으로 시작되었다. 전통사회 이래 일본사회에서는 시
각장애인이 악사, 승려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시
기 전통사회의 직능단체들이 폐지되면서 이들은 악사의 조합이었던 당도좌가 해
체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강력한 집단성을 유지하고 있던 시각장애인들은
새로이 근대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맹학교에 직업영역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침,구, 안마 즉 삼료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시각
장애인에게만 부여된 배타적인 권리는 아니었다.
일본이 대만과 조선에 대해 식민통치를 하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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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문명화 사명(civilizing mission)”의 하나로 근대적 교육의 영역으로 도입
되게 되었다. 특히 선교사와 총독부 양자 모두 근대적 제도화의 영역으로 인식
하고 대만과 조선에서 모두 시각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은 도입되게 된다. 조선
의 경우 선교사들은 안마 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점자와 수예, 타이핑 등 다양
한 직업교육과 문해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가
면서 시각장애인의 근대적인 직업영역은 안마로 일원화되어갔다. 전통적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이 판수, 즉 점복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식민지기를 거치
며 점차로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안마업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영역이었으므로, 해방이후 안마업은 독자적으로 존속
되기 어려웠다. 해방이후 서구식 의료체계의 도입으로 인해 삼료업은 한국에서는
폐지되기에 이른다.
일본에서도 1947년 GHQ가 삼료업을 비과학적이라며 폐지하고자 했지만, 시
각장애인의 격렬한 저항에 힘입어 이는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일본은 관습
과 전통이 비교적 큰 어려움을 겪지 한고 근대적 제도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대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독점적인 안마업이 관습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 식민통치하에서 새로운 근대적 직업으로 도입되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방이후에는 안마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점적 업종으로 존재하
지 않았다. 하지만 70년대 후반부터 소비시장이 활성화되면서 80년대에는 안마
업이 시각장애인의 독점적인 업종으로 인정되었다. 한국에서 1973년에 독점적
업종으로 법제화된 것과 비교해볼 만하다. 일본에서는 준의료영역으로 존재하며
3료업의 하나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이 존재한 반면, 대만과 한국에서는 의료영
역에서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는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대만에
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양국가에서 성매매 등 퇴폐향락 산업과
안마업이 결합되는 성격도 나타나기도 했다. 이후 마사지업 자체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대만과 일본 모두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하게 된다. 대만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독점이 폐지되었고, 한국에서
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위헌판결과 합헌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현재에는
합헌상태로 유지된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데는, 안마업권을 주장하는 시각장애인 집단의 차이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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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식민통치 이전부터 시각장애인이 맹청과 조합이라
는 형식으로 조직화되어 있었고, 이런 조직은 식민통치와 해방이후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맹학교와 시각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결된 조직으로 전환
되어 간다. 반면 대만은 전통적인 시각장애인 집단이 존재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강력한 관습적 권리의식보다는 평등에 대한 주장이 큰 것으로 보아, 시각장애인
집단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겪으며 이식된 식민지적 유산의 성격이 있지만, 일본, 대만,
한국의 시각장애인 집단의 역사성에 따라 이후의 제도의 성격에도 영향을 주었
다고 볼 수 있다.
<표 8> 동아시아 시각장애인 직업변화 비교

시대

일본

전 통

당도좌/ 악사 등 강력

시대

한 시각장애인 집단

맹인

한국
점복업자인

판

대만
개별적인 어업 종사

수, 악사 강력한 시각

집단성

장애인 집단

보임

약한

것으로

당도좌가 정부의 명령
1871

으로 폐지/ 신분제도
철폐
영국 켐벨 선교사 타
이난에서 訓瞽堂(맹인

1891
1898

시각장애인의

확보하기 위한 투쟁.
침안강습회 등을 개최
해서,

1900

근대적

교육) 시작

직업을

직업/

평양에서 홀(Hall)여사
의 맹교육 시작

국립 맹학교에서 안마

훈고당 재정난으로 폐

침구안마를 직업교육/

쇄, 총독부에 의해 자

三療業의 시작

혜원 운영
안마를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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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직업교육

조선총독부

1912

제생원관

제 제정
안마술·침술·구술 영업

1914

취체규칙(경무총감부령
10호)
미군정청 후생부 안마

1946

술·침술·구술 영업취체
규칙 효력 정지
GHQ는 안마, 침, 구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
하고자 했음. 이는 의
료의 보조수단이고 시
각장애인이

종사하기

에는 부적절하다는 이
유.
1947

시각장애인 들의 강력
한 반대운동으로 폐지
되지 않음.
あん摩マツサージ指圧
師、はり師、きゆう師
等に関する法律 제정/
(장애인결격사유중 시
각장애인 예외인정)
의료법 안마사 자격인

1973

정/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
심신장애자복지법

1980

심신장애자복지법

2003
2006

안마업 독점 합헌
안마업 독점 위헌

“非視障者不得從事按
摩業”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 인정

2008

시각장애인 三療業 종
사

안마업 독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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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업 독점 위헌(대
법원 판결)

또한 본연구에서 “능력”중심 제도가 장애인들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시각장애
인 부분과 민법 등 계약법 관련 체계에 중심을 두어 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법
등에서의 “능력”에 대한 규정에 대한 분석과 “심신박약자”들의 행위능력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연구를 보완해, 근대법 체계 속에서 “능력”제
도를 통해 사회의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포섭하는 메커니즘을 보다 정치하게 밝혀
내고자 한다.
또한 “생존권” 청원에 대한 분석을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시도했지만, 이는 한
국 사회에서 사회권이 청원되고 실천되어가는 맥락 속에 놓여져서 보다 심화분석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소수자 집단들의 “생존권” 주장과 장애인의 “생
존권” 주장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권 주장과 실천의 역사적 경로를 분석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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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nevolent Entitlement:
Massage Rights of the Blind in Korea
Yunjeong Joo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formation of the right to massage work of the
blind in Korea, which is the legally enforced right to work and to survive
for the blind. This monopoly of the massage work of the blind have been
in conflicts with the various interest groups such as both western and
oriental doctors, other kinds of massage workers. But, it could be kept as
the right to survive for the blind in Kore during modern history. Korean
society underwent tremendous social changes exemplified as colonization,
decolonization,

compressed

modernity,

military

rule,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Such radical structural changes were hard for ‘competent’
people to fit it and to adapt. Here, the question rises how the groups who
could not fit in the society lacking ‘capacity’ and social resources could
maintain their right of massage works and right to survive arduously despite
challenges and obstructions.
Massage works were firstly transplanted from Japan to colonial Korea.
Massage work in Japan was the result of long struggles and movements of
the blind in Japan. Lacking such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massage
works were introduced to colonial Korea as something moder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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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e for the blind in order to propaganda the civilizing mission of the
colonial rule. With the end of the colonial rule, massage works were again
legally banned as a result of the hegemony of western medicines, only to
create tremendous confusion among the community of the blind. It is the
seventies when the massage work was legally monopolized for the blind in
Korea. Even under the dictatorship when basic rights of freedom were
totally oppressed, the blind could gain the sole legal entitlement for the
massage work due to the benevolence of the ruler groups and also to the
strenuous claims and struggles of the blind. This reveals the irony of the
right to survive of the minority people in society, which seems to suggest
that the right to survive does not necessarily coexist with the right to
freedom. Enjoying the sole monopoly and the consequent economic benefits,
the massage work of the blind thrived during the eighties and came to be
connected with the lucrative sex industry. Afterwards, with the expansion of
massage markets, the monopoly of the massage work for the blind came to
be contested by various groups such as the association of sports massage
workers.

Therefore,

four

constitutional

law

suits

were

made

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ing one case as unconstitutional and
three cases constitutional. Legally recognized as constitutional at present, the
monopoly of the massage work of the blind is still in the process of
dismantlement and conflicts in market.
This study argues that the right to survive for the blind was benevolent
entitlement in authoritarian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s. In contrast to the
view that the authoritarian regime is in general opposed to politics of
entitlement and rights, the right to survive could be entitled under the
dictatorial regime. And the logic behind this is benevolent entitlement
connecting the charity and benevolence of the rule groups with the claims
of the minority groups. The massage work of the blind could have been
monopolized in such context. However, after the transform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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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into more contractual relations, it was difficult for the blind to
maintain such monopolies in legal terms and markets. This study analyzed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massage right of the blind in the
context of (legal) capacity- social relation – and right claims and found
the following facts.
Firstly, the field of the right to survive of the blind have changed from
‘abnormal’ capacity – benevolent entitlement – right claims based on
customs to ‘normal’ capacity – contractual entitlement – right claims based
on constitution. This change was caused by the structural social changes
from colonial rule to decolonization and from dictatorial rule to democratic
rule and also by the transpla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market expansion.
Firstly, the field of the right to survive of the blind have changed from
‘abnormal’ capacity – benevolent entitlement – right claims based on
customs to ‘normal’ capacity – contractual entitlement – right claims based
on constitution. This change was caused by the structural social changes
from colonial rule to decolonization and from dictatorial rule to democratic
rule and also by the transpla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market expansion.
Secondly, benevolent entitlement could be divided into colonial benevolence,
foreign aid centered benevolence, authoritarian benevolence and benevolent
transpla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e benevolent relation
shows constant re-arrangements of main agents, resource distribution and
legislation processes. However, this benevolent entitlement was fundamentally
grounded on unequal and hierarchical relations between the giver and the
given, placing the blind as the objects of charity and benevolence. The
legislation of the monopoly massage right of the blind was the result of such
benevolent legislation even under the harsh competition and contestation of
the dual medical system of the western and the oriental medi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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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ly, I analyzed the changes of legal concepts on disability. The legal
concept of disability changed from ‘anormal capacity’ as exemplified by ’protective
disqualification of capacity (civil law), disqualification of profession (medical law
and pharmaceutical laws), eugenic disqualification (law of emigration, maternity
law) to ‘normal capacity’ of human rights approach.
During colonial time, the legal system went through tremendous changes
replacing customary laws with statutory laws. For instance, with the enforcement
of Meiji Civil Law of Japan, there came to be the strict regulations on the rights
and entitlements of the disabled in colonial Korea. The blind and the deaf were
recognized as legally incompetent beings who cannot make contracts with their
own decisions. The capacity of the disabled started to be regulated on the grounds
that they should be protected from ill-intended frauds. Such legal restrictions
engendered constraints for the disabled people. Therefore, they were barred from
taking official positions and from having free contracts of selling and buying of
properties. For instance, one blind man had tremendous difficulties in becoming
the director of the special school for the blind in the fifties, even under the
influences of the colonial civil law.
With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ivil law in 1960, the legal restrictions on the
blind and deaf, mute were abolished. However, in many other laws regarding
qualification and entitlements, the restriction of the capacity of the blind, deaf and
mute continued to exist such as the qualification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pharmacists. Even during the seventies, some eugenicist type of disqualification of
the disabled was enacted: the respective law regarding emigration and maternity.
Protective purpose of disqualification disappeared, while capacity denying and
eugenicist disqualification of disability sustained and many disqualifying practices
for the disability were created. Such legal disqualification produced and also
represented the fractured citizenship of the disabled in Korea. This disqualification
of the blind acted as the legal ground for benevolent entitlement.

However,
structuralized

capacity
and

and

competence

contextualized

by

the

are

socially

social

and

relations

historically

and

political

structures. In oral cultures, it was not something embarrassing not to 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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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written texts. But with the coming of literary culture, this came to be
recognized as lack of competence and capacity. Therefore, education of
brailles for the blind exemplified the modern civilizing efforts. Furthermore,
the blind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upheld relatively respectful social
positions working as sorcerers and fortune-tellers. With the spread of
scientific world views, this also changed into lack of the capacity to work in
modern society. Therefore, the blind had to be taught for new kind of
modern professional skills to be fully qualified as a respectful member of
society, not remaining in the dark and unenlightened worl performing
superstitions.
Fourthly, I found that the grounds for the legal claims of the blind were
based both on customs to constitution. The blind could make strong claims
for the monopoly of the massage work, since they shared historical claims
that the blind people was entitled to a certain profession and had been
protected by the state from Joseon dynasty. At that time protection was not
on massage works but on fortune telling. However, such claims on state
protection survived and was re-written in the claims for massage works.
And this was bolstered by the shared memory of struggles against the
colonial rules for protection of fortune telling and other continued struggles.
This claim for the right to survie came to be translated into the language
of constitution undergoing four consitutional lawsuits. In the first constitution
of 1948, basic right to survive was written lacking substantial grounds for
enforcement. It had to wait for almost more than fifty years to be actively
employed

for

the

basis

of

the

right

to

survive

by

the

blind.

The

constitutional law suits provided the opportunity for the blind to be aware
of their constitutional grounds of their right and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to protect the minority of society and they started to adopt constitutional
rights as their weapon of survival and strug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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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this study analyzed the “dilemma of equality” which was caused in
the process of the change from benevolent entitlement to contractual
entitlement as exemplified by the contention against the monopoly of the
massage work of the blind. This can be unserstood as the conflicts of formal
equality and substantial equality. In the society based on equality and
identity, it is difficult to endow certain privileges to a certain group.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lawsuits epitomizes “dilemma of equality” which
equal society has difficulties in legitimizing differences in legal structures.
This study argues that benevolent entitlement should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method for the minority groups to gain entitlement in society. This
will enrich the understanding on various historical and social practices of
human rights, which was dominated by western-centered contractual view of
human rights. Moreover,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rich traditions of
the blind in terms of human right struggles. The history of the minority
group is always hidden from the mainstream society, and they tended to be
reduced to victims of oppression. However, as shown in this study, the blind
kept active struggles for their rights and formed various social associations to
support their activities. And their claims are grounded not only on customs
but on constitutions, opening and opportunity for more universal reading and
interpreting of their history. The difficulties of the research on minority
groups are partly risen from the lack of written texts and official documents
and major texts were written in the perspectives of the ruler. However, this
study go beyond the regulative perspective of the dominant society to the
rich traditions of the history writing of the blind themselves.

Keywords : Entitlement, Human Rights, Blind, Massage, Benevolence, Right
to Work, Right to Surv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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