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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다운 삶과 사람살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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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인권을 실현하려면, 침해하지 않으려면,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

고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면 인권의 개념이 뚜렷해야 합니다.

복지인권은 사회사업 인권의 개념을 밝히고,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을 

실무에 닿게 구체화하고, 사회사업 인권의 실현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사업하기에 달린 권리, 보장할 주된 책임과 권한이 사회사업가에

게 있는 권리만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사회사업가가 기억 체화하기 쉽게 필수 핵심 서너 가지만, 실무

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구체화합니다.

사회사업 인권의 개념과 내용, 사회사업 실제가 가지런히 꼭 들어맞

게, 서로 모순이 없을 뿐 아니라 따로 놀지 않게 합니다.

최신 원고를 http://welfare.or.kr에 HWP 및 PDF 파일로 공유합니다.

임의로 인용 복사 인쇄 배부하시고 만만하게 질문 토론 비판해 주십시오.

우편 메일 전화 문자 다음카페, 화상회의, 식당 찻집 사무실 공원 산, 다 좋습니다.

06945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15나길 20-6 (302호)

servant@welfare.or.kr 010-3080-8197 https://cafe.daum.net/csw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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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1) 인권의 정의

① 일반 인권

일반적으로 사람다울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두루 해당하

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사

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평화

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 따위가 그러합니다. 

② 부문 인권

~하는 데 사람다울 권리 또는 사람답게 ~할 권리입니다. ~하는 사람

에게 해당하는 권리이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노동 인권은 사람답게 노동할 권리, 학생 인권은 사람답게 학교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종합하면 ‘사람답게 살 권리’쯤 됩니다.

요컨대 인권은 사람다울 권리 또는 사람답게 살 권리입니다.

2) 인권의 내용

인권의 내용은 사람답다 할 속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어찌해야 사람답다 하는지와 그로써 정하는 인권의 내용은 시대

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구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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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 인권

1. 사회사업 인권의 정의

사회사업 인권은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데 사람다울 권리’ 또는 ‘사람

답게 사회사업 도움을 받을 권리’입니다.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일은 곳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일반 복지기관에

서 받는 도움과 시설에서 받는 도움의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이러므로 

일반 사회사업 인권과 시설 사회사업 인권으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1) 일반 사회사업 인권

일반 복지기관 예컨대 복지관에서는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

업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회사업 인권은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를 이루

는 데 사람다울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사회사업 인권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사는 곳이라, 사회사업 도움

을 받는 일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시설 사회사업 인권은 ‘사회사업 도움으로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며 일상적으로 사는 데 사람다울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야 사람답다 할 수 있을까요?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데 

‘이래야 사람이지, 사람이니 이래야지’ 하는 속성이 무엇일까요? 여기

서는 사회사업하기에 따라 좌우되는 속성,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

으로 어찌할 수 있는 속성만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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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

1) 일반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

일반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은,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

를 이루는 ‘그때 그 일에서’ 그렇다 할 속성입니다. 

그 핵심 속성이 이러합니다.

①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어야 합니다.

②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기에 인간입니다. 혼자서는 인간이라 할 수 없고 

존재 가치나 삶의 의미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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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

시설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은, 사회사업 도움으로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며 일상적으로 사는 데 그렇다 할 속성입니다.

그 핵심 속성이 이러합니다.

① 사람은 ‘자기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각각 개별적 존재로서 저마다 자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입주자도 저마다 각각 자기 삶이 있어야 합니다. 

②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어야 합니다.

③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기에 인간입니다. 혼자서는 인간이라 할 수 없고 

존재 가치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며 일

상적으로 사는 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사람은 ‘사람 구실’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대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 취급 잘 안 합니

다. 입주자도 사람 구실 해야 합니다.

※ 일반 사회사업에서는 ‘자기 삶’을 살게 돕거나 ‘사람 구실’ 하게 돕

는 데까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넘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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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

1) 일반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

앞서 밝힌 ‘일반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화합니다.

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권리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될 권리 곧 자기 복지에 관한 

일에 설명을 들을 권리, 선택하거나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 주체로 참

여할 권리입니다.

②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

복지를 이루는 데 둘레 사람과 함께할 권리, 지역의 이런저런 공간 시

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들을 이용하며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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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

앞서 밝힌 ‘시설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화합니다.

① 자기 삶을 살 권리 

저마다 각각 나름대로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살 권리입니다.

②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권리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될 권리 곧 자기 삶 자기 복지에 관한 

일에 설명을 들을 권리, 선택하거나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 주체로 참

여할 권리입니다.

③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며 일상적으로 사는 데 둘레 사람과 함께할 권리, 

지역의 이런저런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들을 이용하며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할 권리입니다.

④ 사람 구실을 하며 살 권리

어울려 사는 관계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면 좋을 사람 구실을 

하며 살 권리, 곧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에게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

웃으로서 사람 구실을 하며 살 권리, 지역사회에 지역 주민 시민으로서 

사람 구실을 하며 살 권리입니다.

시설 사회사업 부문의 인권 가운데 ‘입주자 인권’이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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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사업에서의 인권 실현

1) 일반 사회사업에서의 인권 실현

앞서 밝힌 ‘일반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을 살려 당사자를 사람답게 돕

는다는 말입니다. 그 실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당사자에게 묻고 의

논하고 부탁합니다. 

당사자가 하게 부탁하되 어려워하면 과정을 세분하거나 단계를 나누

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합니다.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해 주되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

는 ‘당사자의 일’이게, 거들어 주거나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②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당사자와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수단으로써 사람들과 어울려 복지를 이루게, 당사자

와 일반 복지수단 쪽 사람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1)

1) 일반 사회사업에서의 인권 침해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그저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일반 복지수단을 이용하게 
돕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둘레 사람과 멀어지고 지역사회와 분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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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사회사업에서의 인권 실현

앞서 밝힌 ‘시설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을 살려 입주자를 사람답게 돕

는다는 말입니다. 그 실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저마다 각각 나름대로 자신의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살아가게 개별화

하여 돕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입주자마다 각각 담당 직원을 배정하여 책임 지원하게 합니다. 

다른 입주자와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집단 활동 프로

그램을 삼갑니다.

지나치게 보호 통제하지 않습니다. 입주 계약서 따위에 명시한 ‘최소

한의 필수 보호 조치’ 이외의 보호 통제 행위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②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자기 복지를 이루는 일, 이를테면 청소 세탁 취사 요리, 목욕 산책 운

동, 생일잔치, 쇼핑, 여행, 구직, 취미 활동, 금전이나 물품 관리 같은 일

에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당사자가 하게 부탁하되 어려워하면 과정을 세분하거나 단계를 나누

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합니다. 본을 보여 주고 같이 해 본 

뒤에 다시 부탁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해 주되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

는 ‘당사자의 일’이게, 거들어 주거나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입주자일수록 더욱 예

를 갖추어 더욱 정성껏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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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연락하고 초대하고 방문하고 문

안 축하 위로 격려 응원 칭찬 감사 선물하고 도와주고, 함께 먹고 마시

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놀고 쇼핑하고 공연 영화 보고 여행하고… 

이렇게 어울려 살게, 둘레 사람의 일로 입주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

하고 입주자의 일로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나아가 지역 주민 시민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들을 이용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

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④ 사람 구실을 하게 돕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대하여, 마땅하거나 

바람직한 노릇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자식 노릇, 부모 노릇, 어른 노릇, 친구 노릇, 집주인 노릇, 직원이나 동

료 노릇, 회원 노릇, 지역 주민 시민 노릇 같은 사람 구실을 잘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1)

1) 시설 사회사업에서의 인권 침해

입주자를 집단으로 움직이거나 지나치게 보호합니다. 입주자 개개인이 저마
다 각각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복지를 이루는 일인데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지 않습니
다. 당사자가 그저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일반 복지수단을 이용하게 
돕지 않습니다. 입주자가 둘레 사람과 멀어지고 지역사회와 분리됩니다.

사람 구실을 하게 돕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대접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거나 보호 대상자, 후원 봉사 대상자쯤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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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인권 및 다른 부문의 인권

세계인권선언 : 한국어(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 영문(UN)

장애인권리협약 : PDF(외교부) / HWP(보건복지부) / 영문(UN)

1) 사회사업 안에서의 일반 인권

어떤 부문 어떤 일에서나 존중해야 할 일반 인권은 사회사업에서도 마

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

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외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침해

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 의사표현

의 자유를 누릴 권리 따위에 대해 그리합니다. 

2) 다른 부문의 인권, 사회사업 밖에서의 일반 인권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이런 인권을 

누리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예컨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릴 권리, 결혼

할 수 있는 권리,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정에 참여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

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따위에 대해 그리합니다.

당사자의 권리 행사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 방법을 대신 

결정하거나 선택해 주지도 않습니다.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당사자와 의논하여 당사자가 동의 또는 요

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신중

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 당사자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요구해도 될까요? 사회사업가가 인권교육을 기획 준

비 진행해도 될까요? 인권교육 자체가 사회사업 인권 침해일 수 있지 않을까요?

https://amnesty.or.kr/resource/%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
https://www.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
http://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03786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html#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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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적 인권

법적 인권은 법으로 보장하려는 권리입니다. 그 가운데 장애인 시설 입

주자를 위한 사회사업에 특히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② 시설 운

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③ 시설운

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

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발달장애인법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

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

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

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

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

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

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

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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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자유롭게 이동·거주할 권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

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

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둘레 사람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

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

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역사회 일반 복지수단을 이용할 권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

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

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하여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

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4조(문화·예술활

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26조(사법·행정절

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과 상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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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실현 선결 과제

1. 사고 대책

사회사업 인권이든 법적 인권이든, 인권 실현을 위한 노력은 대개 ‘사

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책임

을 묻곤 합니다. 사고 뒷일이 사람을 힘들게 지치게 질리게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게 됩니다. 이런 시설의 입주자는 

사람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하릴없이 그저 ‘연명’이나 하는 신세를 면

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시비나 책임을 면피하려는 ‘보호 행위’가 입주

자의 인권 실현을 저해하는 겁니다.

2. 인력 대책

적은 인원이 그마저 교대로 근무하니 제 시간에 봐야 하는 입주자의 수

가 너무 많습니다.

입주자가 혼자서도 출입·활동할 수 있거나 직원이 특별히 희생 봉사하

지 않는 한, 최소한의 케어 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집단 활동이나 보

호 수준에 그치기 쉽습니다. 입주자 인권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3.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대책

집중 지원이나 고난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는 기본 케어만으로도 벅

찹니다. 이런 입주자가 여러 명 있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에 대응

하느라 다른 입주자에 대한 지원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쉽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그래도 얼마쯤 도움이 되겠다 싶은 방안, 시설 

나름이지만 그래도 두루 응용할 수 있겠다 싶은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 17 -

사고 대책

판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조가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보호 의무’ 소홀을 지적하곤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된다고”,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

사고가 났다 하면 이 ‘보호 의무’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이 법조항과 시

설의 제 규정에서 보호 대상과 보호 범위를 얼마쯤 한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실을 알아주고 정상을 참작합니다. 

시설의 인력·재정과 업무 특성상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얼마쯤 참작합니다. 평소 어떤 뜻으로 어떻게 도와 왔는지 헤아리

고 법정에서의 태도나 인상을 고려합니다. 당해 사고 자체나 한두 번 

또는 한두 가지 잘못만으로는 무겁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 진정성 있게 지원하며 잘 기록해 놓는다면 사고에 대해 크

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독관청이나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도, 장애인 운동 단체나 입주자나 가족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셋째,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사고 대응 지침, 업무 일지 등의 문건을 

판단 근거로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났을 때 변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문건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특히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 등에서 주의나 

보호 의무를 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회사업가가 사고 

책임을 뒤집어쓰기 십상입니다. 

http://welfare.or.kr/human-righ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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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

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위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제3항

보호 대상, 기본적 보호,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한정이 없습니다. 사

고가 났다 하면 어느 시설 누구라도 이로 인해 시비 문책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들을 보더라도 온갖 경우에 걸면 걸리는 죄목이라, 입주자 인

권 실현에, 사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등의 법익 실현에, 그야말로 암초

요 덫이요 족쇄입니다. 이보다 더한 독소 조항이 없습니다. 

이 법조항에 의한 보호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면, 입주자 개개인의 삶과 

사람살이를 위한 지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생활 및 사

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외부와의 소통 같은 권익

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 보호’의 범위나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

면, 시설의 보호란 사실상 간섭 통제나 구속에 가까워질 것이고 따라서 

시설은 사실상 수용소나 다름없게 되고 말 겁니다.

이러므로 안전 이외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과 기본적 보호의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이로써 그만큼 중

요한 다른 법익들을 실현하게 해야 합니다.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J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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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 대상

장애인 시설 입주자는 다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인가? 모든 일에 항상 

보호해야 하는가? 

어떤 입주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호가 얼마쯤 필요할 뿐인데 장애

인 시설 입주자를 다 보호 대상자로 취급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시설 입주자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일에 항상 

같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 그때 그 일에 따

라 다릅니다.

다른 상황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그런 것처럼, 항시 약자나 종합 대상

자인 것처럼, 온갖 일에 도와주려 하거나 지도 교육 ‘보호’ 통제 관리하

려 들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성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보호 대상 장애인을 특정하고, 보호할 상황·사안을 특정해야 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보호를 삼가지 않

고, 입주자 자체가 보호 대상인 양 규정하거나 온갖 일에 보호하려 드

는 잘못…

입주자에 대한 인식에, 입주자의 삶에, 시설 사회사업과 입주자 인권 

실현에, 이보다 나쁜 게 있을까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한

정해야 합니다. 별표 따위에 ‘장애인 시설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따위로 대상자를 정하고 판단 근거를 정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④ 장애인복지시설 임직원과 관계 공

무원, 인권위원, 법조인으로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해 보호 운운하거나 

특정 장애인에 대해 상황·사안을 가리지 않고 보호 운운하는 자는 1주 

이내의 치료감호나 1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에 처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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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보호와 방임 행위

무엇이 ‘기본적 보호’인가? 

어떤 행위가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인가? 

‘기본적 보호’의 범위를 한정하고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의 판단 근거

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동법 제59조의9제3호 단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겁니다.

“단,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시설은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

계획서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기술하여 시설의 책임 범위를 이로써 한정한다.”

이와 같이 한정하지 않고도 시설의 인력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에 걸리지 않을 만큼 보호할 수 있을까

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생활지도원: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10명당 1명 이상, 

아동과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5명당 1명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4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및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명당 1명 이상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56쪽 [별표 3] 2019년 장애인거주

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①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 “이용자 현원÷4.7×2”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로 지원 ②

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③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④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J7898175
http://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CONT_SEQ=34789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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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법 제59조의9제3호의 보호 의무가, 그로 인한 보호 행위가, 다른 법익

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

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

권’, 제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법 제59조의9제3호의 보호 의무로 인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

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얼마쯤 제한하는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하고

시설 운영지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

획서에도 명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② 안전을 위한 보호 행위와 다른 권익 실현을 위한 지원 행위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심사 평가 중재하는 절차나 기구가 필요

합니다.

이를테면 법원의 화해·조정 서비스에 이런 기능을 추가하거나, ‘인권

지킴이 지원센터’ 또는 가칭 ‘복지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기구에 이런 

기능을 맡기는 겁니다.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J60:4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9794&efYd=20180620#000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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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이 할 일

1) 사고 관련 예산을 편성합니다.

①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및 상해보험료

② 의료재활사업비(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비급여 대상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 지역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근거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50쪽 - 별표 4. 장애인거주시설 관

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2) 보험에 가입합니다.

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 : 단체 상해공제, 복지시설 손해

배상 책임공제, 복지시설 화재공제, 영업배상 책임공제 등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

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

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종합보험 (VMS 공지 글 참조)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 

배상책임 등에 대비한 국고 보조 보험

3) 사고 예방 및 대응 지침과 관련 물품을 갖추고 교육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응급조치 및 후

송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http://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CONT_SEQ=347894&page=1
http://www.kwcu.or.kr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675&efYd=20190115#J34:3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20%EB%93%B1%EC%9D%98%20%EC%B2%98%EC%9A%B0%20%EB%B0%8F%20%EC%A7%80%EC%9C%84%20%ED%96%A5%EC%83%81%EC%9D%84%20%EC%9C%84%ED%95%9C%20%EB%B2%95%EB%A5%A0#J4:0
http://direct.samsungfire.com/moi1365/
https://www.vms.or.kr/openspace/noticeView.do?board_seq=1300240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2191122&q=%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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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규정과 홈페이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와 개인

별 지원계획서에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① 시설 홈페이지와 홍보물,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서에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

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에 해당하는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당사자가 하게 돕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고, 지

역사회 일반 복지수단을 이용하게 돕는다고 기술합니다. ‘보호’ 조치

는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하기 쉬우니 부득

이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최소한으로 한다고 기술합니다.

이에 따른 입주자 공통 보호 기준|안전 기준을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

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최대한 명시하여 금지하고 

또 ‘기타 필요 이상의 보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합니다. 

③ 입주 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이 자칫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

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

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설

명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합의하여 최

대한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고가 났을 때 위법성 조각 사유 곧 ‘업무에 의한 정당행

위’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할 수 있습니

다. 사고 뒷일 걱정을 덜고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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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사업가가 할 일

1) 운영규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

서 따위에 밝힌 지원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지원합니다. 

2) 지원 일지를 충실히 작성합니다. ‘기록’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따위의 사고라면 몰라도, 입주자의 인권을 실현하

려다 생기는 사고, 복지요결을 적용하다 생기는 사고, 입주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려다 생기는 사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얼

마쯤 대범해지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 사고 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사

과할 건 사과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물러날 일

이면 물러나고… 각각 합당하게 조치합니다.

뜻을 좇아 행하다가 잘못되어 비난 징계 형벌 받고 애통하며 눈물 날 

때 사회사업가이기에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그 괴로움을 감수 감사 감

내합니다. 다만 뜻을 좇아 행할 뿐입니다.

뜻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뜻을 버리고 달리 행할 수 있을까요? 시비나 

책임 따위를 면피하려고 입주자의 ‘삶’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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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변론

1. 서론 

손해배상책임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 또는 범죄의 성립 요

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가 법률상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통설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책임성을 취하고 있다. 범죄구성요건의 첫째는 구성요건해당

성이다. 무엇이 범죄인가는 법률상 특정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상 특정된 행위의 유형을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1)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 지

원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유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

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입주자와 합의하여 지원한 행

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변론은 이런 사유를 입증하는 겁니다. 

※ 위법성 :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로서 행위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

지 않는다는 성질을 말한다. 무엇이 위법인가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답은 학설에 맡기고 있으며, 형법에는 다만 실질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 행위만을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하고 있을 분이다. 네
이버 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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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 곧 그 상황에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같은 직책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 곧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로서는 그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수준의 주

의를 기울였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

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3)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

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이면 그 감독자에게 책임이 있

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능

력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외인을 가해한 경우 시설이 감독의

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 요건과 같

이 볼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손해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은 피해자가 입

증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사고 변론은 주로 위법성과 과실 유무를 다투는 데 

있습니다. 문제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곧 정당한 사유가 있고 주의

를 게을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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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정당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등을 그런 사유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를 지원하는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

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면 위

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

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입주자와 합의하여 지원한 행

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변론은 입주자 지원 행위에 이런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 위법성 조각 사유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할 책임이 없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
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
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
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
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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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① 법령에 의한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

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제5항의 ‘외부

와의 소통권’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 및 입주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합니다.

② 업무로 인한 행위

운영규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 

따위에 명시한 대로 입주자 지원 원칙에 따라 행한 ‘정당한 업무 행위’

입니다. 

우리 시설의 입주자 지원 원칙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시설은 입주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봅니

다. 그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입주자가 주인 노릇 하게 돕고 나아가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저마다 각각 자기 삶을 살게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과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둘째, 우리 시설은 입주자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입주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돕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

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수단으로써 사람들과 어울려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장애인차별금지법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J60:4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9794&efYd=20180620#0000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AJAX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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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을 보장

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③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참조 :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

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

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

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사람이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고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 같기를 바랍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

격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

다. 약자도 살 만한 사회 곧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복지수단을 약

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이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

논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야 입주자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일반 수단

을 이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그래야 지역사회가 약자도 살 만

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 운영규정 등의 지원 원칙과 방

법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침해될 수 있는 이익 곧 안전도 중요하지만, 

보호되는 이익 곧 사람답게 살 권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안전’ 등의 이

익이 얼마쯤 침해될 수 있음을 알더라도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

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 행위를 얼마쯤 제한하려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54134&q=2013%EB%8F%84676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54134&q=2013%EB%8F%84676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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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

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① 우리 시설은 입주할 때 당사자와 및 그 가족이나 후견인 등과 계약

하고, 해마다 당사자 및 가족을 비롯한 둘레 사람과 의논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는데, 그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

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제5항의 ‘외부

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지원 원칙

과 방법을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대신해 주거나 시설 안에서 돕는 방식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

여 임시로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점, 더디고 힘들고 위험해도 최대한 당

사자가 하게 돕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고, 시설 바깥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을 

이용하게 돕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

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

권’, 제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

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AJAX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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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까지 배제한다는 

계약이 아닙니다.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

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

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의 ‘보호’ 노력이 자칫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

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입주 계약할 때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울 

때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밝힘으

로써 ‘보호의무’를 얼마쯤 한정하여 그만큼 다른 중요한 권익들을 보

장하겠다는 계약입니다. 

이는 “단,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시설은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

치를 기술하여 시설의 책임 범위를 이로써 한정한다.”고 규정한 장애

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의 단서와 약관법에 따라 적법하게 맺은 계

약입니다. 참조 : 20쪽 ‘법 제59조의9 단서’와 같이 먼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③ 이와 같이 작성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서 당사자 또

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과 의논하여 이를테면 혼자서 또는 둘

레 사람과 함께 등하교·출퇴근·목욕하거나 가게·학원·문화센터·친척

집에 다녀오거나 극장·야구장·공원 등에 놀러가거나 칼과 불을 사용하

여 요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이 할 경우 ‘안전’과 같은 다른 이익이 얼마쯤 훼손

될 수 있음을 알고 감수하겠다는 뜻에서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2196111&q=%EC%95%BD%EA%B4%80%20%EA%B7%9C%EC%A0%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nq=&w=lawod&section=lawod_nm&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3&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02&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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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 곧 그 상황에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변론은 입주자를 지원하는 데 주의의무에 한계가 있음을 밝

히고, 그런 한계 내에서 ‘보통의 사회사업가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

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1) 주의의무의 한계

물론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 규정된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이나 보건복지부 지

침의 ‘생활지도원’ 배치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

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제3호에 의한 주의 내지 보호 의

무를 엄격히 요구하면, 입주자 개개인의 삶과 사람살이를 위한 지원 곧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같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중증장애인은 이런 권익을 실현하는 데 얼마쯤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보통의 사회사업가

가 이런 일의 위험을 예견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죄를 적용

한다면 결국 장애인 시설의 주의나 보호란 사실상 간섭·통제나 구속에 

가까워질 것이고 따라서 시설은 사실상 수용소나 다름없게 되고 입주

자는 안전하게 생존 연명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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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의무 이행 입증

① 입주자에 대한 지원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 그 과실과 손해발

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입주자를 지원하는 행위를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

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으로서는 그 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또는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

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5.11.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② 변론은 장애인 시설에서 입주자 지원에 요구되는 통상적 수준의 주

의 곧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입주자를 지원했음을 입증하는 것입

니다. 

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한 지원일지와 개인별 지원보고서 따위가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면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설 직원 차를 타고 학교 다니던 학생이 버스 타고 등하교하도록 도

왔습니다. 얼마동안 직원과 함께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버

스 기사와 인사하고, 차비 내고, 승객들 얼굴을 익히고, 하차할 곳을 익

히고, 하차 후 학교 가는 길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부터 교문을 100미터 남겨 두고 혼자 가도록 하고, 500미터 두

고 혼자 가도록 하고, 하차 후 혼자 가도록 했습니다. 잘 갔습니다. 용

기 내어 혼자 버스 타고 가도록 했습니다. 기사님께 부탁드리고 승용차

로 따라갔습니다. 내릴 곳에 잘 내렸고 학교까지 잘 갔습니다. 하교도 

같은 방법으로 도왔습니다. 이제 혼자 버스 타고 학교 다닙니다.”

월평빌라의 지원 사례를 요약한 글입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9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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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성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

입니다.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야 하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이면 감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능

력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외인을 가해한 경우 시설이 감독의

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

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 : 관련 판례 38건

http://www.law.go.kr/LSW/joStmdInfoP.do?lsiSeq=167985&joNo=0755&joBrNo=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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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대책

근무 시간에 지원해야 하는 입주자가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의 케어와 보호, 집단 활동 프로그램 외에 개별 지원까지 할 여

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자기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 여

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수단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습

니다.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첫째, 도와줄 사람을 찾아봅니다. 

직원이 직접 입주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맞지 않

습니다. 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둘레 사람 

또는 전담 지원 조직이나 실습생이 함께하게 주선하는 겁니다.

둘째, 인력 운영의 묘를 찾아봅니다.

입주자 개별 지원이 가능한 근무제, 입주자의 생활 흐름에 따라 요일별 

시간대별 지원 수요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는 근무 패턴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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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돕는 사람

1) 둘레 사람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당사자와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만나

거나 왕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① 둘레 사람 찾기

입주할 때,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두루 인사하게 돕습니다. 서로 예

를 차려 작별하게 주선합니다. 동행하며 함께 인사합니다.

입주한 후에도 종종 인사하고 소식을 전합니다. 가족뿐 아니라 당사자

가 자주 다니는 곳에 관련된 사람까지 찾아가 인사합니다. 

입주자를 새로 맡게 된 때는 더욱 그리합니다.

② 둘레 사람 만들기

신앙, 취미, 직업이 좋은 구실입니다.

종교 기관에 등록하고 그곳의 집회와 행사, 부서 활동, 구역 활동, 봉사 

활동에 함께하게 돕습니다.

학원 문화센터 평생학습기관 동호회 공방 당구장 볼링장 수영장 따위

의 일반 수단을 이용하여 취미활동하게 돕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게 돕습니다. 직장 동료들

의 연수 회식 애경사에 함께하게 돕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둘레 사람이 생기고 함께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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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별 전담 지원 조직

예컨대 ‘철수회’ 같은 전담 지원 조직을 만듭니다. 특히 직원이나 둘레 

사람이 부족하여 개별 지원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합니다.

① 철수 씨와 의논하고 함께 회원을 모집합니다. 

식사 목욕 산책 운동 쇼핑 요리 등산 여행 외박 신앙 취미 직업 공부 같

은 과업별로 또는 요일별로 도움이 필요한 만큼 모집합니다.

먼저 기존 봉사자나 신앙생활 취미활동 직장생활 따위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철수 씨와 잘 맞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부족하면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김에 함께할 이웃을 위주로 추가 모집합니다.

지역사회 조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조 : 숨은 설명

봉사자라고 하지 않고 형님 아우 이모 삼촌 아저씨 선생님 같은 보통의 

사회적 관계 호칭을 쓰기로 합니다. 

② 철수 씨와 함께 ‘철수 씨 지원 안내서’를 회원에게 설명합니다. 

회원은 도우면서 발견하는 철수 씨의 강점, 철수 씨에게 잘 맞는 환경 

요소, 새로 터득하는 지원 방법 같은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로써 때때

로 지원 안내서를 수정 보완해 갑니다.

호별 전담 지원 조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3) 실습생

실습생 한두 명이 특정 입주자를 전담 지원하게 합니다. 그 입주자의 

특정 과업 한두 가지를 기획부터 평가까지 집중 지원함이 좋으나 부담

스럽다면 과업을 특정하지 않고 생활 전반을 지원하게 합니다.

학기 중 실습 특히 주말이나 야간 실습을 활용함도 좋겠습니다.

집 단위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호별 전담 실습생을 모집하여 그 집 

입주자들의 특정 과업 또는 생활 전반을 지원하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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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봉사자

입주자와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할 일이 없는 사

람을 봉사자로 끌어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음이 좋습니다. 

봉사자와 함께한다면 이렇게 해 봅니다.

① 입주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어떤 봉사자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려 하는지, 입주자에게 설명

하고 당사자의 동의나 신청을 받아 봉사자와 연결합니다.

입주자가 제구실 잘하게 돕습니다. 봉사자에게 다 맡겨 버리지 않고 본

인이 할 일을 잘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집 주인 노릇 잘하게 

돕습니다. 봉사자에게 인사 대접 잘하고 의논 부탁 감사 잘하게 주선하

고 거들어 줍니다.

② 봉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입주자를 그 집 주인 그 일 당사자로 존중하여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를 잘하게 합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 주지 않게 합니다. 필

요하면 당사자와 함께 ‘지원 안내서’의 해당 대목을 설명해 줍니다. 

서로 잘 맞으면 개인별 전담 지원 조직 회원으로 영입합니다. 

③ 시설 봉사자를 없애거나 줄이고 개인별 또는 호별 전담 지원 조직으

로 재편합니다.

함께 영화 공연 보러 가고, 나들이 가고, 목욕 미용 쇼핑하러 가고, 외

식하고, 한잔하고, 집에 냉장고가 있으면 과일 떡 음료 반찬도 가져오

고, 주방 시설이 있으면 같이 요리도 하고, 생일잔치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려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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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운영의 묘 : 근무제

입주자 개별 지원이 가능한 근무제, 사회사업가의 건강과 가정에 괜찮

은 근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모색합니다.

1) 입주자 개인별 전담 지원

전담 직원이 없으면 누구에게 의논하고 부탁할까요? 

구직과 직장생활, 학교생활, 휴가나 방학 활동, 교회 등록과 신앙생활, 

취미활동, 평생학습, 여행, 쇼핑 장보기, 요리, 둘레 사람과의 일 따위

의 생활 과업을 누구에게 의논하고 부탁할까요? 

이러므로 입주자마다 전담 지원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나 가족은 어떤 직원이 전담 지원해 주기를 바랄까요? 경험이 

부족한 직원, 신입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경험 있는 직원, 자질과 실력을 얼마쯤 인정받는 직원, 또는 상위 70%

쯤의 직원이 입주자를 전담 지원함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가 

30명이고 생활지도원이 13명이라면 상위 직원 10명이 입주자를 3명

씩 전담하는 겁니다.

전담 직원은, 담당 입주자의 둘레 사람을 찾거나 만들고 개인별 전담 

지원 조직과 전담 실습생을 확보하는 데 힘씁니다. 

근무일에는 담당 입주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다른 입주자에게는 

담당 직원이 부탁한 최소한의 지원만 합니다. 휴무일의 일은 근무일에 

미리 준비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당일 근무자에게 부탁해 놓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이들을 보조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근무일에 전체 입

주자의 일상 케어를 위주로 하고, 특정 입주자의 특정 생활 과업은 전

담 직원이 준비하여 부탁한 최소한의 지원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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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근무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이런저런 일들을 주

로 주간에 합니다. 심야에 하는 일은 드뭅니다.

이러므로 야간근무를 줄이고 주간근무를 최대화합니다.

야간근무 횟수를 줄여야 그만큼 낮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 밤낮이 자주 바뀌는데 몸이 괜찮을까요? 야간근무가 매주 2

회 이상이면 어떨까요? 가정은 괜찮을까요?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아이

의 정서나 생활이 어떨까요? 이러므로 야간근무를 최소화합니다. 

야간근무를 1주 평균 1회 이내로 하는 방안을 궁리합니다.

① 지원 수요가 적은 시간대 예컨대 21:00~7:00 이렇게 야간근무 시

간대를 좁혀 보면 어떨까요? 야간근무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② 주간근무를, 이른 아침부터 지원하는 ‘조근’과 늦은 저녁까지 지원

하는 ‘만근’으로 나누어 배치하면 어떨까요? 

③ 예컨대 야간근무를 18:00~9:00로 하되 조근이 7시에 시작하고 만

근이 21시까지 하면 아침 바쁜 시간대에 조근이 함께하고 저녁 바쁜 

시간대에 만근이 함께하니 야간근무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④ 주택 구조를 변경하여 예컨대 집과 집 사이의 벽에 문을 만들어서 

낮에는 두 집, 밤에는 한 집이 되게 하는 건 어떨까요?

⑤ 행정직이 얼마쯤 보충해 줄 수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3) 근무표

입주자의 생활에 맞추어 근무를 배치합니다. 

입주자의 생활 흐름이 대개 1주 단위로 반복되므로 근무도 1주 단위로 

요일별 시간대별 지원 수요에 따라 배치합니다.

참조 : 복지근무 ‘복돌이와 패턴이’

http://welfare.or.kr/library/shiftwork/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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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내 주택과 원외 주택

지원 기관의 주 사무소 주소지 안에 있는 주택을 원내 주택으로, 밖에 

있는 주택을 원외 주택으로 약칭하고 설명합니다.

① 원내 주택에는 많은 입주자가 한곳에 몰려 살기에 정서불안 짜증 산

만함 도전행동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일

반 수단을 이용할 때 지역사회가 부담스럽지 않게 분산할 필요가 있습

니다. 이런 점에서 원내 주택이 불편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그렇다고 원외 주택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들 뿐 아

니라 인력 운용의 융통성도 떨어져 입주자 지원에 빈틈이 생길 수 있습

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원내에 남은 직원들의 근무 강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야간근무 횟수가 

증가하여 주간 활동 지원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 주택이 여러 동으로 나뉘어 있거나 이른바 ‘유닛’으로 분리되어 있

는 시설도 주간 활동을 지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정부가 동이나 유

닛별 전담 인력을 특별히 더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겁니다.

③ 원내 주택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면서 다양한 주거 지원을 병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가구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각각 따로 

생활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때때로 얼마간 다른 곳에서 지내거나 딴살

림하게 돕는 겁니다.

④ 원외 주택이 있다면, 직원을 고정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입주자가 

거주하게 합니다. 직원의 일부를 원외 주택에 고정 배치하면 원내 주택

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야간근무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원외 주택 전담 인력을 따로 지원한다면, 직원이 많아서 

몇 명쯤 야간근무에서 빠져도 야간근무가 주 1회를 초과하지 않는다

면, 원외 주택 전담 직원을 따로 고정 배치해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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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대책

자해 폭력 파손 소란 배회 발작 따위의 이른바 도전행동이나 문제행동 

또는 몸의 장애가 심한 입주자…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보지만 별 효과가 없고, 문제가 커지거나 굳어지

거나 교묘해지기도 하고, 케어하다 골병들기 일쑤라 오래 버티기 어렵

고,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소진되어 가는데, 달리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누가 다루어도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1. 사회사업적 대응

입주자의 이른바 도전행동은 그 원인이 사회사업가 쪽에 있을 공산이 

큽니다.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음 또는 부적절한 지원 방법·내용·환경 

따위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필요한 지원을 하되 우선 기본으로, 자기 삶을 살게 돕고 자

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고 

사람 구실 할 수 있게 돕습니다.

더하여 지원 조건을 개선하되. 지원 방법을 살피고 적극적 사업 위주로 

판을 옮기고 생활 단위를 세분하고 주거와 활동을 분산합니다.

1) 지원 방법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 예를 갖추어 더 정성스럽게 인사하

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보완

대체 의사소통 수단과 대화 요령도 두루 탐색 연구 적용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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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딴전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당사자도 힘들고 사회사업가도 지쳐서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잠시라도 문제에서 벗어나 숨 돌리고 즐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판,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배출구, 딴전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을 벌여서 그

로써 문제를 해소 완화하거나 문제의 영향을 희석 상쇄하는 겁니다.

3) 분산

밀집 주거, 고정 주거, 단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불안 

짜증 소란 탐욕 도벽 배회 발작 자해 폭력 다툼 파손 같은 문제가 생기

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생활 단위를 세분하고 주거와 활동을 분산합니다. 

① 생활 단위를 세분합니다. 

동이나 층마다, 집이나 방마다, 각각 따로 생활하게 돕습니다. 입주자

마다 각각 따로 생활하게 돕습니다.

② 주거를 분산합니다.

때때로 다른 곳에서 하루나 이틀 또는 며칠씩 지내다 오게 돕고, 시설 

주택 외에 딴 집을 구하여 살게 돕고, 본가에서 함께 살거나 각살림하

게 돕습니다. 

③ 활동을 분산합니다.

입주자의 활동을 개별화하여 지원합니다. 저마다 각각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직업 활동, 신앙생활, 취미나 여가 활동, 평생학습 따위의 

바깥 활동을 하게 돕습니다. 그 입주자의 둘레 사람이나 전담 지원 조

직 또는 전담 실습생이 함께하여 개별 활동을 지원하게 주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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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대응

고도 지원이 필요한 문제가 몸의 장애나 질병이나 기질적 요인 때문이

라면 이는 사회사업적 대응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이 

아니라 케어나 치료 영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케어나 치료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몸의 장애가 심하다면 ‘(환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케어 기

술’을 보시고, 이른바 문제행동이 심하다면 ‘문제행동치료의 표준지침 

및 치료매뉴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헌을 살피거나 두루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좋은 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비슷한 문제를 얼마쯤 해결한 사례가 있기도 하고 똑

같은 문제는 아니어도 응용의 실마리를 찾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본분과 정체성, 역량과 기회비용을 헤아립니다. 그 방법을 배워

서 직접 활용함이 좋을지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내려놓는 편이 나을

지 분별하는 겁니다.

3. 영성적 대응

믿음과 희망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사람답

게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고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일이 있음을 사회

사업가이기에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감내합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도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며 자기 삶

을 살게 하고 사람 구실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해야 할까요? 

당사자와 가족에게 묻고 의논해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살게 돕고 싶다고, 얼마

쯤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게 돕고 싶다고… 이야기해 봅니다.

http://www.yes24.com/24/goods/1775009?scode=032&OzSrank=1
https://www.ncmh.go.kr:2453/ncmh/board/commonView.do?no=1224&fno=84&depart=&menu_cd=04_04_00_01&bn=newsView&search_item=1&search_content=&pageInde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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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and Social Work
: Towards Rights-Based Practice, 4th Ed. 2022. 10. 

Jim Ife; Karen Soldatić; Linda Briskman

이 책에서 사회사업 실무 함의가 있는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1. Needs and Rights

96. The concept of needs has unfortunate charitable connotations 

in the way the wider community talks about ‘the needy’. This is 

why disabled social workers, such as Oliver, Sapey and Thomas 

have been particularly strident in their push to move social 

workers and curricula away from the concept of ‘needs’. Focusing 

on disabled people’s needs has led to their confinement in 

institutions and positioned them as burdens on family and society. 

This book seeks to frame social work as a human rights 

profession rather than a human needs profession. Instead of 

seeing social work practice as about the assessment and meeting 

of human needs, we can see it as about the defining, realising and 

guaranteeing of human rights. 

101. One important practice principle for human rights social 

work is that social workers should seek to identify the rights issues 

behind the statements of need that they make every day. 

Rights-based practice is a form of social work in which the word 

‘right’ is used more than the word ‘need’ in the day-to-day 

discourse of social workers and where, whenever a ‘need’ is talked 

about, the rights that lie behind that need are identified and 

explored.

https://www.amazon.com/Human-Rights-Social-Work-Rights-Based/dp/1108829708/ref=sr_1_1_sspa?crid=SYHMB0DAUDT0&keywords=Human+Rights+and+Social+Work&qid=1684655550&sprefix=human+rights+and+social+work%2Caps%2C248&sr=8-1-spons&psc=1&spLa=ZW5jcnlwdGVkUXVhbGlmaWVyPUE5WEFXQ0YzVTNTTSZlbmNyeXB0ZWRJZD1BMDczNzkxNEFJOFZTWE1XREw5VyZlbmNyeXB0ZWRBZElkPUEwMzM4MTc3MUdaR1NaMkNFOEdRMyZ3aWRnZXROYW1lPXNwX2F0ZiZhY3Rpb249Y2xpY2tSZWRpcmVjdCZkb05vdExvZ0NsaWNrPXRyd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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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o defines needs? 

98. One of the criticisms of all human service professionals, and 

perhaps particularly of social workers, is that they use their 

professional position to privilege their definitions of need over the 

definitions made by others. 

Illich’s well-known critique of the various professions as 

‘disabling’ specifically includes social workers. He claims that, by 

increasingly taking on the role of defining people’s needs for them, 

professions have disempowered people by preventing them from 

defining their needs for themselves. 

100. It also suggests that a significant human right is the right to 

define one’sown needs, and that professional practice is therefore 

a form of human rights abuse. 

Such an argument suggests the desirability of reformulating social 

work practice so that it seeks to return to people the power to 

define their own needs and seek to have them met. 

109. A social worker therefore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assisting in the definition of need,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ocial worker takes on that responsibility to the exclusion of the 

people with whom they are working, at whatever level. 

Rather, need definition must be seen as a partnership between the 

social worker and the person, family, group or community in 

which the expertise of each is shared and where the social worker 

assists and facilitates the need definition process by the people 

most directly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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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o defines human rights?

170~171 A second problem is that these statements are drawn up 

and approved not by a participatory process but by originally a 

political elite and, more recently, an elite from global civil society 

organisations with extensive resources and power – and yet the 

statements are then adopted, promoted and published as in the 

interests of all of humanity. For example, the foundational 

principles, rights, obligations and duties enshrined within the 

Universal Declaration have been criticised for the dominant role 

Western interests had in their creation in 1948. 

It is perhaps analogous to social workers acting ‘in the best 

interests of’ some vulnerable person or group; it is undoubtedly 

well intentioned, but the process can readily reinforce structures 

of disadvantage and oppression and is itself counter to human 

rights principles.

174. If we are to take seriously the criticism that human rights 

definition has remained in the hands of the privileged, it is 

important in practice to look for ways in which there may be 

broade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fining human rights. 

This means that, while still working deductively, social workers 

can involv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 clients in a 

dialogue about human rights. This would mean engaging in a 

process of helping such groups to define human rights (in terms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and what all humans have a right to 

claim as their birthright) from their own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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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1)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197. The link between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is central to 

social work: understanding the personal in terms of the political, 

understanding the political in terms of the personal, and acting to 

bring about change at both levels.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within a human rights framework, 

since human rights also need to be understood as both personal 

and political.

2) The private and the public

199. It is important that social workers insist on an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that extends to the private as well as the public 

arena, and that they seek to break down the private/public 

dichotomy which has effectively prevented the pursuit of human 

rights in the private sphere, because it is seen as ‘no business of the 

state’. Breaking down this dualism, in dialogical partnership with 

those most affected, is therefore an important task for social 

workers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3) Macro and micro practice 

200. The discussion throughout this chapter suggests strongly that 

the traditional division between ‘macro’ and ‘micro’ social work 

practice is artificial and does not serve the ends of human rights–

based praxis. Social work,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book, must 

always be concerned with both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and 

will inevitably operate at both micro and macro levels.



- 49 -

5. Social Work Languages

1) Client

208. The term ‘client’ is part of the professional discourse, which 

implies essentially a top-down approach to wisdom and 

expertise, motivated by human values, but with an assumption 

that the professional is in possession of superior knowledge and 

skills, which are put at the service of the client. 

Such practice is compatible with human rights at one level, in that 

the value base of professional practice is likely to be founded on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but at another level it actually 

works against human rights by devaluing the wisdom of the client 

and hence engaging in ‘disabling’ practice, as described by Illich.

2) Intervention

209. The idea of a social worker ‘intervening’ is problematic on 

two grounds. First, it locates the social worker outside the systems 

within which interactions occur. The word implies the action of 

an external agent coming in to fix things up and then departing. 

The social worker cannot be seen as a partner in an action 

process, but more as an outside expert. 

The second problem is that all the action is seen as belonging to 

the social worker, the one who is doing the intervening. The role 

of others such as families and communities in effecting change is 

minimised. Thus the idea of ‘intervention’ serves to disempower, 

and to make people who are disadvantaged seem passive 

recipients. It does not really value the human rights of the client as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chang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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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litary metaphors 

210. Military metaphors are frequently used by social workers 

that have origins in, or associations with, military activity, 

including ‘strategy’, ‘engagement’ and ‘operational plan’. 

Such terminology raises the question of why professions 

apparently committed to social justice, human rights and 

well-being should be happy to borrow terms from an institution 

devoted to violence, and which many social workers would 

regard as the antithesis of social work values. 

4) Supervision

210. A ‘supervisor’ in the lay sense of the word is an overseer, a 

person who is in a position of superior power, who knows better 

than the supervisee how the job is to be done, and who should be 

telling the supervisee how to do it. There are strong elements here 

of control and surveillance: the worker’s performance is to be 

closely scrutinised and if necessary corrected by the supervisor, 

whose wisdom is not to be questioned. 

5) Profession

211. Professions have been criticised by a number of writers 

because of the inappropriate wielding of professional power as a 

form of control. If this is the case, professionalism has significant 

human rights implications, and indeed the term ‘human rights 

profession’ would be an oxymoron. 

If the very idea of a ‘profession’ carries with it disempowering 

practice, then it is incompatible with a human rights perspective. 

In that case, the sooner social workers stop thinking of themselves 

as professionals, th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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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cial Work Processes

1) Interviews

212. The social work interview has typically been constructed in 

unequal power terms. It is generally expected that the social 

worker, not the client, will be the one who ‘controls’ the 

interview. 

The interview is constructed as being an unequal relationship 

where it is the needs of the client, not the social worker, that are 

the focus of discussion and action. While the interaction may be 

controlled by the social worker, it is meant to be entirely in the 

interests of the client. As discussed in Chapter 3, whenever social 

workers claim to be working ‘in the best interests of’ somebody 

else, human rights alarm bells should ring loudly.1)

Within the interview (or conversation, discussion, chat or 

whatever we choose to call it), the rights of the client need to be 

respected at all times during the exchange. This includes the right 

to free expression, the right to silence, the right to be treated with 

1) 61. There is another side to the idea of practising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lient’. Whenever we take on the role of speaking on behalf of 
somebody else, we are denying that person’s ability to speak for 
themself, and we run the risk of colonising and oppressive practice. 

Many of social work’s most regrettable practices have been justified on 
the grounds of ‘acting in the best interests’ of someone. How do we 
know that we are really acting in the best interests of another person? 
Who can say with certainty that today’s practice, accepted as meeting 
all the highest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will not in the future 
be similarly seen as opp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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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 and dignity, and rights to have some control over the 

exchange: its duration, structure, tone, location, and so on. 

Dialogue vs. Interview

189. Dialogue requires that both the worker and those with 

whom they are working are seen as having equivalent wisdom 

and expertise, rather than professional expertise being privileged 

over the expertise of others. 

190. An interview is deliberately designed as an interaction of 

unequal power, with one person ‘doing’ the interview while the 

other is ‘interviewed’. In a dialogue, however, the aim is for an 

equal exchange, with each party learning from the other. 

Hence the social worker has to be able to give up the need to be 

(or to be seen to be) in control, and instead must allow the 

interaction to develop in a way that is determined by both parties.

2) Planning

216. The problem is that this usually occurs before the social 

worker has even met the client or the community with whom they 

are to work. 

It directly negates it and denies the client or communit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t leads to a social work practice where the 

service is pre-packaged and delivered to the recipient, who has no 

say in its design or delivery. 

Social workers can ask for a seat at the planning table and, more 

importantly, argue for the need to incorporate in the planning 

process the people who are most likely to be affected. This is 

surely a requirement of social work that is genuinely based on 

human rights principles; to do otherwise is to violate the clients’ 

rights to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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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nagement

216. The very idea of management seems to symbolise control, 

surveillance and domination. The management discourse seems to 

locate the manager in a position of superiority and to imply an 

unequal power relationship with at least the potential for 

oppressive practice and the denial of human rights. 

It would be hoped that a social work manager would adapt the 

style of work based on knowledge arising from the bottom up. 

The key to such practice is to ensure that it is set up with genuinely 

participatory and dialogical structures and processes, 

incorporating democratic principles.

An area where the idea of management extends into the practice 

realm is that of ‘case management’. The terms ‘case’ and 

‘management’ need challenging as they reduce people to cases to 

be managed rather than referring to individuals that not only 

would benefit from support but also have agency.

4) Research

196. One of the important aspects of human rights-oriented 

research is that it should, where possible, include the people being 

‘researched’ in the design, implementation,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research. 

Social research can often simply reinforce power differentials by 

being something that is carried out by ‘researchers’ on 

‘subjects’,so that the researcher can gain new knowledge (and 

credit, prestige, career advancement), while the benefit to the 

researched may be marginal. Such research, needless to say, is 

itself counter to human rights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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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oundaries

219. The idea of boundaries between the personal and the 

professional is contestable and is worked out very differently in 

different social work locations. 

The question for present purposes is how a human rights 

perspective might inform such boundary issues. 

One concern is that, by drawing clear boundaries between the 

personal and the professional, the social worker is prevented from 

engaging in a truly dialogical relationship with the client. 

The client is allowed, indeed encouraged or required, to be 

themself in the relationship, but the social worker is required to 

put on a professional persona and define some parts of their 

human experience as ‘out of bounds’. 

More significantly, perhaps, the construction of professional 

boundaries by the social worker may be seen as defining the 

worker and the client as different types of people (with the 

implication of superiority on the part of the social worker), and 

the social work relationship itself as un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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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 role of clients

1) Choosing social workers

220. The capacity of a person to choose their social worker is 

often limited or non-existent. A social worker is ‘assigned’ to a 

client, often without the client being consulted. This decision is 

often made on the basis of an assessment of what sort of social 

worker would be ‘best’ for this particular person; but how often 

is the person themself involved in that assessment? 

In many cases, they will not know the particular social workers 

who may be available, but there is still the possibility for a person 

to express a preference for a social worker with certain 

characteristics(sex, age, and so on) or with particular experience 

or practice orientation. In some instances, the person will actually 

know some of the workers in the agency and may wish to express 

a preference for or against a particular worker being involved in 

their case.

2) Supervision of social workers

220. If we are really serious about a human rights perspective on 

social work and maximising the rights of clients, supervision of 

workers by clients is a natural consequence. Clients, after all, are 

in a better position than anyone else to know how effective the 

‘professional help’ of social workers has been, to reflect with the 

social worker on that worker’s practice, and to help the worker 

on the path of profess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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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ployment of social workers 

221.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in any agency setting, the role 

clients play in the employment of social worker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selection criteria, the recruitment process, and the 

actual interview and selection panels, as well as in ‘performance 

reviews’ of social workers and other employment processes.

4) Involvement in the agency policies

Client involvement in the policies, procedures and overall 

direction of the agency is another key component of a human 

rights approach to practice. 

This has been an ongoing issue in many social agencies, and there 

are considerable problems associated with it. It is too easy for 

such involvement to become tokenistic, or for ‘client 

representatives’ to be co-opted into the existing power structure 

of the agency so that they have little impact. 

Genuine client involvement that really makes a difference is hard 

to achieve, largely because of the tacit acceptance (by managers, 

workers and clients) that existing power differentials are 

somehow natural and unchangeable. Such assumptions need to 

be actively challenged in the workplace as part of an approach to 

practice that respects human rights and seeks to maximise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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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뒷이야기

1. 합성명사의 개념 정의

합성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말입니다.

1) 대등 합성어

앞 명사와 뒤 명사를 각각 풀이하고 조사 ‘와’나 ‘과’로 연결합니다. 앞

뒤의 명사를 그냥 그대로 조사 ‘와’나 ‘과’로 연결합니다.

예컨대 좌우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주야는 낮과 밤으로 정의할 수 있습

니다. 논밭은 그냥 논과 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융합 합성어

앞 명사와 뒤 명사의 원래 의미를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로 정의합니다.

예컨대 주야나 밤낮은 ‘계속이나 항상’으로 춘추는 나이로, 갈등은 모

순과 대립 따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식 합성어 

앞 명사는 수식어이고 뒤 명사가 본체입니다. 앞 명사에 조사 접미사 

등의 살을 붙여 관형어를 만든 다음, 그 관형어의 뜻을 구체화하여 뒤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수식 합성어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사업은 ‘사회’에 접미사 ‘적’을 붙이고, ‘사회적’의 뜻을 구

체화하여 ‘사회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는 사업’ 따위로 정의합니다.

인권도 수식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권리’인데 앞 명사 ‘사람’이 그 

속성이나 내용을 한정하는 권리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에 살을 붙여

서 예컨대 ‘사람다울 권리’ 또는 ‘사람답게 살 권리’ 따위로 정의하고 

사람답다 할 속성을 밝혀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1621&cid=47319&categoryId=4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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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人權과 Human Rights의 문자적 개념

1) 人權 

‘저울추, 저울질하다’라는 權의 뜻을 살려 정의하면 인권은 ‘사람다움

이라는 저울추’쯤 됩니다.

인권의 내용은 ‘사람다움이라는 저울추에 형평을 맞춘 조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권이 온갖 부문에서 ‘어떤 조건을 사람다운 수준에 맞추는 

저울추’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2) Human Rights

‘옳은 것, 정당한 것’이라는 right의 뜻을 살려 정의하면 인권은 ‘사람

에게 마땅한 것들’쯤 됩니다.

인권의 내용은 ‘사람이기에 마땅히 어찌하거나 어떠해야 한다는 조건

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과 규약 따위에서 밝히는 인권의 내용도 대

개 ‘사람이기에 마땅히 어찌하거나 어떠해야 한다는 조건들’입니다.

人權이든 Human Rights든 그 실체는 한마디로 ‘사람답다 할 조건들’

이고 그 본질은 한마디로 ‘사람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 내용 

곧 개별 권리들에 보편하는 본질이 바로 ‘사람다움’이라는 말입니다.

‘인권’과 ‘인권의 내용’이라는 말의 뜻, 그리고 그 본질은 이렇게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체화하니 일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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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과 인권과 자유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존엄 가치 자유 권리를 동급의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고 네 가지 

모두 인권의 하위 요소 내지 내용으로 취급합니다. 

2) 세계인권선언 전문 :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신념, 인간의 존엄성 및 가

치에 대한 신념… 인권이 무엇인지 또 자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동급의 서로 다른 항목으로 취급합

니다. 인권과 자유를 동급의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3)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

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

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인권과 자유를, 인권과 존엄성을, 존엄성과 가치를 각각 동급의 서로 

다른 항목으로 취급합니다.

위의 법과 선언과 협약에서는 인권의 뜻을 밝히지 않습니다. 용어의 개

념이 모호하여 종잡을 수 없습니다. 가치와 존엄과 인권과 자유의 관계 

및 순서가 제각각이고 인권의 위상도 제각각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도 정리해 보자면, ‘인권은 인간의 가치 가운데 특히 존엄성이라

는 가치를 위한 권리이고, 그 내용에 자유 또는 자유를 누릴 권리도 포

함된다.’ 이쯤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치 ⊃ 존엄성

인권 ⊃ 자유 또는 자유를 누릴 권리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841&efYd=20200805
https://amnesty.or.kr/resource/%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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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1. 인권의 본질을 흐리는 인권실태조사단

사회사업 인권 침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회사업에서 어찌하면 사람답지 않다 하는가, 어찌되면 사람이라 할 

수 없는가? 하는 겁니다.

예컨대 

폭행당하면 사람이 아닌가? 

착취당하면 사람답지 않다 할 수 있는가?

차별받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는가?

자기 삶이 없고 그저 연명할 뿐이면?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람 구실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따져 보면 무엇이 인권 침해의 본질인지 자명해집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주로 폭행 폭언 학대 착취 속박 차별 따위를 문

제 삼음으로써 더 중한 인권 침해를 가리고 인권의 본질을 흐리는 일부 

인권 운동, 인권 실태 조사, 인권 지도 점검이 유감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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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실현 노력을 저해하는 인권실태조사단

입주자가 입주자의 것으로써 여느 사람처럼 자기 일상생활과 인간관

계 속에서 ‘제구실, 사람 구실’ 하게 이렇게 돕는데 시비합니다.

노동력 착취니 금품 갈취니 하며 입주자가 자의로 선의로 하겠다는 일

조차 돕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들의 의식과 행태가 종종 유감스럽다 못해 민망

하기까지 합니다.

마땅하거나 바람직한 구실을 살려 도우려는 인권 실현 노력을 저해하

고 입주자의 자존 욕구를 억압하는,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처사입니다.

입주자 가족이나 감독관청이 요구한다고 그저 따를 일이 아닙니다.

제구실, 사람 구실을 하며 사람답게 살게 도우려는 뜻을 잘 설명하고 

그렇게 돕는 일의 실제가 어떠한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1) 사람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제구실, ‘주인 노릇’ 해야 합니다. 사

람은 둘레 사람에게 사람 구실, ‘사람 노릇’ 해야 합니다.

2)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존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 본능에 가까운 기본 욕구입니다. 이

는 대개 제구실, 사람 구실 따위의 가치 있는 구실을 할 때 충족됩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라도 어떤 구실을 하려 합니다.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기여하거나 남을 도와줄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구실하거나 사람 구실을 할 때 당당합니다.

대상화하여 받기만 하는 사람, 구실을 잃은 사람에게서는 당당함이나 

생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사람 구실 못하게 하는 인권실태조사단, 인권실태조사단이 다 이런 건 

아니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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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를 불러오라고?

저마다 자기 일정이 있는데 오란다고 오겠습니까?

시간을 특정하여 약속한 것도 아닌데… 

자기 시간도 모르는 채 마냥 대기하고 있다가 불려가고 싶겠습니까? 

조사 위원이 입주자의 곳으로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부탁해도 될까 말

까 할 텐데 조사실로 불러오라니요? 

자기가 선택한 조사 위원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도 아닌

데, 그 위원이 그때 그 곳으로 오란다고 간단 말입니까? 

부하도 아니고 죄수나 피의자도 아닌데, 오란다고 간단 말입니까? 개

도 부른다고 아무한테나 가지는 않는데…

시설 입주자는 그럴 수 있다는 걸까요? 그래도 괜찮다는 걸까요?

여느 사람에게도 그럴 수 없지만 이런 꼴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사람

에게는 차마 못할 짓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부당한 처사인지 항

의는커녕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불러다 대령시키라는 갑질에 

불러다 대령시키는 을과 불려가 대령하는 병의 비애…

입주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 무시 능멸하는 처사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사람한테 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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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실태 전수조사? 

1) 입주자를 다 조사하겠다고요? 

조사단이 오는 날 입주자가 다 시설에 있어야 한다고 했단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요구하는 공무원이 있다니…  

시설 입주자는 낮에도 집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입주

자들의 일정을 통제할 수 있거나 통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2) 사정이 있으면 조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요? 

사정이 없으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사업은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자기 삶

을 살게 돕습니다. 저마다 각각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고 다니는 곳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즐기는 것이 있게 돕습니다.

사회사업은 입주자가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여느 사람과 어울려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며 생활하게 돕습니다.

그래서 학원 문화센터 공방 등에 배우러 가고, 동호회 모임에 가고, 취

미활동 하러 가고, 직장에 가고, 아르바이트하러 가고, 둘레 사람 만나

러 가고, 공연 영화 전시회 보러 가고, 한잔하러 가고, 먹으러 가고, 산

책 가고, 놀러 가고, 장보러 가고, 수영장에 가고, 미용실에 가고, 축제

에 가고, 여행 가고…

이런저런 바깥 활동을 하느라 집에 있는 입주자가 많지 않습니다. 집에 

있더라도 둘레 사람이 오기로 했거나 집안일 등의 이런저런 사생활이 

있습니다. 

인권실태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기 일정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면서까

지 시간을 내 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개인의 일정을 조정하

여 시간 약속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사단의 방문 시간 내에서 그

렇게 하기는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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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권실태조사단의 특수주거침입, 사생활침해

입주자의 방실에 들어가거나 입주자의 신체 통장 컴퓨터 사물함 서랍 

장롱 따위를 손대거나 들여다본다고요?

시설의 방실은 입주자가 적법하게 점유한 주거입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 

규모나 형태가 어떠하든, 한집 한방에 몇 명이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실태조사, 지도점검 따위로 입주자의 허락 없이 그 방실에 들어가

는 행위는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주거침입 내지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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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런 사람들이 인권실태조사단이라니

어느 시설에 인권실태조사단이 왔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였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입주자의 집(방)에서 조사를 진행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 입주자들께 양해를 구하거나 송구해하는 사람은 고사하고

“이 집의 입주자들께서 조사 장소로 쓰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들어가

도 될까요? 이 집의 입주자들께서는 종일 어디 계시게 됩니까? 미안해

서 어쩌지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권실태조사단이라니…

외부인이 허락도 없이, 허락 받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집에 우르

르 들어와서 볼일 보고 앉아 있다면 어떨까요?

다른 집 입주자들까지 제멋대로 불러들인다면 어떨까요?

시설 입주자의 집은 그래도 괜찮을까요? 입주자가 그런 꼴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갈 데 없는 사람이라면… 여느 사

람에게도 그렇지만 이런 약자에게는 더욱 못할 짓입니다.

직원이 안내해도 그 집 입주자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입

주자가 외출하여 마침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도 될까요? 주인 없는 집

에 들어가는 일이라니…

방 문틈이나 창문으로 들여다보아서도 안 됩니다. 들어가서 이리저리 

둘러보거나 기물을 함부로 만져 보는 짓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부 인권실태조사단의 무례함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

렇지 않을 텐데 이런 유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니 안타깝습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의 자기 검열과 자정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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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주자의 통장이나 금전출납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

금융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

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경우를 비롯하여 여덟 가지 경우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권실태조사는 이 여덟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압수의 종류에는 압류, 영치, 제출명령 등이 있습니다. 입주자의 통장

을 제출하라는 것은 제출명령 곧 압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는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인권실태조사단의 임의 제출명령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

다. 조사단에게 근거를 묻거나 변호사에게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시설의 직원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아니지만,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

는 자는 아니니까 더욱) 입주자의 통장이나 금융거래내역을 인권실태조사

단에게 제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인 입주자에

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거: 금융실명법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

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612&lsiSeq=2056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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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권실태조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5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062&efYd=201710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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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람 우습게 되기 쉬운 인권실태조사단

인권실태조사단이 되면 조심해야 합니다.

방자해지기 쉽습니다.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무례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도 그렇게 보이기 쉽습니다. 호가호위하는 꼴, 행세하

려 드는 꼴로 보이기 쉽습니다.

완장 차고 집단을 이루면 사람 망가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스스로 경계하여 마음과 언행을 다잡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이 다녀간 뒤 욕설 원성 울화가 비등하곤 합니다.

사회사업계가 그리 넓은 곳이 아닙니다. 

조사단으로 온 아무개는 처신이 어떻더라, 어떤 위인이더라, 이런저런 

소문이 퍼지곤 합니다. 주홍 글씨 같은 낙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가 위원 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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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사업가가 인권실태조사단에 참여한다면

인권실태조사단에 참여할 수밖에 없거나 스스로 뜻하는 바가 있어 인

권실태조사단에 참여한다면… 

사회사업가답게 합니다. ‘인권실태조사 사회사업’을 하는 겁니다.

1) 시설 사회사업가와 입주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시설 사회사업가와 입주자가 인권실태조사를 기획 준비 진행 평가 활

용하는 데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게 돕습니다.

2) 강점 중심, 실리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① 시설이 생각하는 인권 개념과 내용과 실현 방법, 시설이 인권 실현

을 위해 힘써 온 일, 인권을 실현한 사례, 인권 실현을 위한 향후 계획이

나 희망 따위를 묻습니다. 잘 듣고 알아줍니다. 격려 응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글로 잘 정리하고 공유하게 돕습니다. 들은 것을 글로 

잘 정리해서 전해 주거나 발표할 자리를 주선하기도 합니다.

② 미흡한 점,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함께 궁리합니다. 그 처지 그 상황에

서 적용해 볼 만한 방법을 구체화해 보는 겁니다.

③ 다른 시설의 인권 기반 실천 사례, 인권 실현 우수 사례를 소개해 줍

니다. 만남을 주선해 줍니다. 좋은 책을 선물하거나 소개합니다. 

3) 예를 갖추어 정성껏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입주자에게는 더욱 그리합니다. 지적 약자나 자폐성 약자, 고도 지원

이 필요한 입주자일수록 더욱 그리합니다.

먼저 제자리에 충실하되 혹 여력이 있어서 조사단에 참여한다면 사회

사업가답게 합니다. 혹 배우려는 뜻에서 참여하는 것이라면 작은 선물

이라도 준비해 갑니다. 대상 시설의 사회사업가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인권 기반, 인권 지향 사회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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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사업가가 인권실태조사단에 대응한다면

1) 입주자가 자신의 인권을 지키게 돕습니다.

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보호, 조사 참여 및 

대응 등에 관하여 문헌을 찾아보고 둘레 사람에게 물어보고 입주자 총

회나 과업팀 등에서 의논하게, 주선하고 거들어 줍니다. 

② 조사와 조사 위원에 관한 정보를 받아 살펴보고, 조사에 응할지 말

지, 어떤 위원과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 둘레 사람이나 후견인을 입회

시킬지 등에 관하여 잘 선택 결정하게 돕습니다.

③ 사후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하

게 돕습니다.

④ 손님을 잘 맞이하고 대접하고 배웅하게 돕습니다. 조사단 대표나 

조사단은 각각 그 격에 맞추어 입주자 대표나 자치회의 관련 팀 등이 

대응하게 돕습니다.

2) 조사단이 입주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게,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게, 위법 행위를 하지 않게, 잘 안내하고 감시

합니다. 조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설명하게 합니다. 조사를 기획 준비 

실행하는 데 시설 입주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게 합니다. 

3) 대응 사례

“면담을 위해 입주자분들의 그 날 스케줄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사안을 두고 의논했습니다. 어떤 기관은 조사

단이 사전 허락이나 설명 없이 냉장고나 옷장을 열어봤다기에 입주자

분들의 생각을 듣고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의논한 사안은 입주자 

대표님께서 면담 시작 전, 조사단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2017. 6. 23, 월평빌라 카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안내’

사회복지정보원 카페에 이 사례와 관련하여 나눈 이야기가 여러 편 있습니다.

http://cafe.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1FPQy&fldid=XkNW&page=1&prev_page=0&contentval=000AF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635&regdt=20170621201259&listnum=20
https://cafe.daum.net/cswcamp/5EEB/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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