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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권민감성을 조사함으로

써 그들의 인권의식을 살펴보고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국 38개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390명의 인권민감성을 비교∙조사하였다. 그 결

과,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은 총점 150점에 평균 64.55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종사자들

의 학력별 인권민감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직책별 인권민감성에서 실질적인 운영자들

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 내에서의 인권교육 유무별에서는 인권교

육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인권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

랑인복지시설 내의 인권교육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례화 되어

야 하고 종사자들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인권침해상황과 관련된 사례나열식 인권교육 매뉴얼의 개발

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부랑인, 부랑인복지시설, 인권민감성,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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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 부랑인에 한 문제가 사회복지정책 영역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서 부터이다. 그동안의 부랑인에 한 사회정책은 주로 사회

질서 차원의 보호 책1)이었으며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통해 이전의 사회통제와 수용보호 책에 

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같은 해 4월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2)이 제정되었지만 지속적인 

부랑인에 한 사회적 개입은 부족했었다.  IMF 이후 경제위기 및 침체로 노숙인과 부랑인이 증가되

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부랑인과 노숙인에 한 개념이 모

호한 상태3)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부랑인의 인권에 관한 논의 역시 형제복지원과 관련하여 강제수용

과 착취, 학  등 인권유린의 문제4)가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 사회문제로 

쟁점화 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인 개선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이슈

로 부랑인의 인권은 1990년 이후 결혼 이주 여성인,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의 문제와 함께 새롭

게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적 시각을 통한 건강과 복지에 한 인권문제가 두되고 있다.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부랑인복지사업안내’에서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이 없는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부랑인복지시설은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제공,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부랑인복지시설

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복지 상자들을 ‘부랑인’이란 범주로 통합하

여 보호, 수용하고 있다. 일정한 안정적인 주거가 없다는 것은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자원체

계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생활의 재생산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규칙적 생활의 어

려움,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이 위생과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랑인들은 

극심한 생활상의 위기를 경험한 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결국 사회적 소수자로서 사회복지 정책의 주된 관심을 받아야하는 부랑인 특히 사회복지 시설 생활인

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곤란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랑인복지 시설의 종사자들은 시설의 입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클라

이언트인 부랑인 입장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지적이고 옹호적인 역할을 수행과 함께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1)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 신고, 단속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한 업무처리 지침, 1975.12.15

2) 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3) 우리나라의 경우 부랑인과 노숙인의 개념이 모호하게 중첩이 되어 있다. ‘노숙인 및 부랑인 복지시

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에 따르면 “부랑인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
당 기간 거리를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
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규칙 2조에 의하면, “노숙인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
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
고 있다.  

4) 신동아 87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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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중적인 역할은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시설의 욕구와 부랑인의 욕구가 상충될 때 

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선택과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적 선택이 상충될 때 항상 딜레마에 빠지

게 된다. 부랑인 시설 내 종사자들에 한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있

었으나 인권개념과 인권적 실천원칙들의 추상성으로 인해 현실 속에서 실천으로 구체화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인권이라는 이슈가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실태나 행동수칙과 같은 당위적인 내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현실적으로 인권의식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한 부분은 오히려 간과되고5)

있는 실정이다. 인권에 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한 진단 없이는 인권옹호의 본질적 행

동을 이끌어내기는 힘든 일이다. 인권은 단순히 개념적으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실

천의 차원으로 옮겨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권의 옹호자임과 동시에 침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부랑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상으로 그들의 인권의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권민감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궁

극적으로 부랑인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살펴보고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을 위한 종사자들의 인

권의식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2. 이론적 배경

1) 부랑인의 개념 및 부랑인복지시설 현황

⑴ 부랑인의 개념 및 특성

부랑인에 한 정의는 정부정책의 변천에 따라, 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부분은 낙인론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랑인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부

랑인 및 노숙인 설치․운영규칙」에서는 부랑인을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

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

건 직후인 1980년  후반의 부랑인에 한 개념정의로 차흥봉(1987)은 부랑인을 일정한 주거가 없거

나 생업수단이 없이 상당한 기간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구걸을 하거나 노숙을 하는 자로 정의했으며, 

김성이(1990)는 부랑인이라 함은 심신장애자로서 보호가정이 없거나 생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문가로부터 장기수용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김태준(2007)은 부랑인은 

신체적, 정신적 및 가족해체,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일정한 생활의 수단이나 공간이 없이 

거리를 해매면서 구걸을 하는 자로서 가족이나 사회의 도움을 원하나 가족이나 사회는 부랑인들의 과

거의 생활태도의 편견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에 이르러 부

랑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서 다른 사회복지 상자들과 유사한 관점을 

갖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부랑인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부류가 아닌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할 

5) 국가인권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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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랑인의 특성에 해 Stoner(1995)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만성적 장애가 있는 자, 심 한 개인적 위

기를 경험한 자, 경제적 실패로 고통을 당한 자,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결여된 자로서 스스로를 

옹호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⑵ 부랑인복지시설의 개념 및 현황 

부랑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진 사회복지시

설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

영과 동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 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조사한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내

부자료, 2008. 1)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전국에 38개의 부랑인복지시설이 있으며 서울 지역 4개소

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남녀를 혼합하여 보호하고 있다. 전체 9,722명 중 26.4%인 2,033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실 거주자인 7,689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65세 이상이 15.3%인 1,175명으로 이미 부랑

인복지시설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진입(2018년 예상)보다 빨리 고령화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시

설의 규모별로 보면 1,500명 거주하는 시설로부터 50명이 거주하는 시설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며 전국 

분포를 살펴보면 16개 시․도 중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1개소 이상 소재하고 있으며 전남 지역에 6

개소가 소재하고 있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시설 생활인을 상태별로 보면 정신장애가 

3,451명인 44.9%로 가장 많았고 이들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장애

인의 비율도 31.6%로 나타나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는 2007년 말 현재 778명으로 조사되었다.(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내부

자료, 2008.1)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복지시설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사회복지사 채

용이 강화되었는데 2007년 말 현황에서도 사회복지사인 생활복지사가 211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4.7%이며, 직접적인 케어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지도원도 209명으로 이들도 부분 사회복지사 자

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전문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

다. 자격증 보유 현황에서도 전체 종사자 854명 중 자격증 보유자는 546명으로 63.9%가 자격증 소지

자이며 그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가 367명으로 67.2%나 되었다. 

2) 인권과 인권민감성의 개념

(1) 인권과 인권의식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로서 여기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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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인권이

란 존엄한 삶을 위해 모든 인간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권리인 것이다(주한수, 2005). 인권의 개념은 

근  이후 자연법사상에 의해 구체화되어 각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은 자유권, 사회권과 접한 연관성 갖는 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권은 개

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자유권은 국가에 한 개인의 방어적·소극적 공권을 의미한다. 자유권에는 인신에 관

한 자유권(헌법제12조),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헌법제16조,18조 등),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헌법

제20, 21조 등),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헌법제22조)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사회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요약된다. 사회권은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법학자들

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제

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에 의한 평등권 위반’ 및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정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 한다(사회권연구모임, 2002). 그러나 헌법에서 

추구하는 인권에 한 규정과 다르게 인권은 보편성과 불가분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개념을 갖는

다. 인권의 보편성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서의 인권적 기준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

하며, 인권의 불가분성은 한 사람이 갖게 되는 개별적의 인권은 어떤 다른 인권과 상호영향을 주고받

는 불가분한 관계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인권을 선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다른 인권의 부인

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연구회, 2008).  

인권의 두 개념과 연관하여 우리나라의 부랑인의 인권에 관점을 살펴보면, 그 표적인 사회적 이

슈가 되었던 것이 1987년 형제복지원사건이다. 이는 부랑인시설이 부랑인의 재활이라는 관점보다는 

일반인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부랑인의 인권적 고려가 배

제된 상황을 만든 표적 사례이다. 그 사건이후 부랑인시설의 인권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현재까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태영, 2001; 정원오, 2002; 이현준, 

2003). 국회인권포럼의 1998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과 정책방향이라는 심포지엄에서는 부랑인

시설은 사회질서의 유지, 타인의 자유침해 방지, 개인의 자유권 보장 문제 등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충

분히 논의되고 있는지에 하여 반성을 촉구하였고 이들을 격리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재활의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배려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의 내재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황정규(1979)는 의식구조를 개인이 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고방식으로 정의하고, 지각과 

사고를 나타내는 인지적 의식구조와 태도, 가치관, 도덕성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이용호(1981)는 

의식은 현실에 한 인식이며 실제행동의 규범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권의식은 상황을 인권적

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지각하며 사고하는가와 이를 직접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가와 관련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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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2) 인권옹호와 인권민감성 

인권민감성은 사회복지사들의 클라이언트들에 한 인권적 옹호행위를 결정하게 하는 직접적인 사

고과정이다. 옹호적 역할은 사회복지 임무의 기본으로서 사회복지 옹호는 “사회정의를 확보하거나 유

지하는 목적에 따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개인, 집단 혹은 지역사회 편에서 운동과정을 직접적으로 

표하고, 방어하고, 개입하고,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Mickelson, 1995). 옹호는 사

람들이 그들의 시민권을 실현하거나, 자격이나 수혜를 받는데 제한을 가하는 장애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raford W. Sheafor, 2004). 결국 인권옹호라 함은 인권에 제한

을 가하는 각종 장애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현황(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2004)을 살펴보면 근무인

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부랑인 시설종사자들이 부랑인들에 한 개입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

이다. 또한 부랑인을 무기력한 상자로 인식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편견은 자칫 심각한 인권침해 문

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높다. 즉 이는 부랑인의 인권옹호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종

사자들이 인권침해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중적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

복지시설 중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되는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의 원인으로 종사자들의 인권인식의 

부족이 주요결과로 나온 것(국가인권위원회,2003)도 이와 무관 하지 않다. 인권옹호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의식은 법조항에 의한 규정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저절로 배여 지는 실천적 의

미의 인권인식에 기반법 조항, 즉 인권 인을 이해하고 인권선언문 내용을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

라 복지시설 딜레마상황, 무엇이 인권을 옹호하는 판단이고 행동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

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옹호행동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상 방에 한 ‘정서적 교

감’을 제시하였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공감능력이 인권옹호행위 실천의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정

선영, 2006 재인용: 강지영, 2002).  

Rest(1983)는 인권 옹호 행동을 위한 네 가지 심리적 과정으로서 첫째는 인권민감성이 있어야 한

다. 이것은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둘째는 

인권에 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과정

을 의미한다. 셋째는 인권에 한 동기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인권이라는 가치

를 우선시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넷째는 인권옹호 행동과 관련된 성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권옹

호 행동을 끝까지 고 나갈 수 있는 실행과정으로 개인의 특질이라 할 수 있는 인내심과 의지 등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인권민감성이란 인권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보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민감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인권민감성

이란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

에서 가능한 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정선영, 2006 재인용: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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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정선영(2006)은 인권지각능력을 상황지각능력, 결과 지각 능력, 책임지각능력으로 구분하는데 

상황 지각능력은 어떤 상황을 인권적 상황으로 인식하며 받아들이는 능력은  의미하며, 결과지각능력

은 정서적 공감능력을 기반으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결과를 생각하며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

다. 또한 상황 안에서 자신의 책임감을 지각하고 이를 실제행동으로 옮기는 의지를 책임지각능력으로 

본다. 따라서 한 개인의 인권민감성은 인권상황지각능력을 통한 결과지각능력이 책임지각능력과 만나

면서 인권에 한 민감성 정도가 결정된다(정선영, 2006 재인용: 문용린 외, 2002).

  

3) 선행연구

부랑인에 한 국내연구는 1998년 IMF위기 이후 출현한 실직 노숙인들에 한 연구에 비해 매우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랑인복지가 정부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로 부랑인시설의 

문제를 다룬 연구가 일부 있었으나,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인권에 관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타 

분야의 인권민감성의 연구 중 인권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서 정선영(2006)은 정신의료

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연구에서 기관 내에서에서의 직종과 인권교육경험 유무, 그리고 

근무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김충희(2001)는 직종이 인권민감성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강지영(2002)은 인권의식과 인권에 한 정서적 공감을 갖는데 있어 인권교육이 접

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양옥경(2007)은 시각의 전환과 사고의 변화를 위한 인권관점의 교

육은 가장 중요한 인권활성화 방안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 인권관점을 교육하고 인권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권민감성 훈련을 제공하며 인권에 기반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실천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부랑인 시설의 문제와 인권을 다룬 국내논문으로는 김현옥(1999)은 한국․미국․일본의 부랑인 발

생원인과 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에서 부랑인복지의 원칙 중 인권보호원칙을 제시하고 있

다. 박태영(2001)은 부랑인복지시설의 문제점을 복지의식 영역, 제도적인 영역, 시설운영영역으로 나

누었는데, 복지의식영역은 부랑인복지시설 관계자의 매너리즘과 소진 현상, 부랑인복지시설에 한 

주민의 부정적인 인식,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개선에 한 정부의 소극적인 처 등이 포함된다. 정원

오(2002)는 2002년 부랑인복지시설평가 결과에서 부랑인복지시설은 ‘존재 그 자체’에 이미 인권침해

의 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낮은 운영비나 노후한 시설, 인력부족에 따른 사회권적 인권침

해 소지는 상존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현준(2003)은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기능평가에 따른 

서비스개선방안에서, 획일화된 시설 목표보다는 개별 생활인 수준에 맞춘 목표를 설정하고 직원의 전

문성 향상과 부족한 인력충원, 적절한 프로그램의 시행, 시설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권의식과 실천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으로는 이원웅(1996)은 인권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인

지적 능력에 한 연구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 교육, 보건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기수(2006)가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이 실천유형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실천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인권개입 수준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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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의 인권에 관한 국외연구로는 Marilyn Reitz-Pustejovsky(2002)는 사회복지기관의 도덕적인 

의무에 관한 연구에서 부랑인 들이 사회에서 바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기를 원

하는 요구를 다시 재정립해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면의 도덕적 관념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서비스를 직접 주는 것 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권리에 한 증진으로 인

권을 존중하는 것이 보호이며, 시설 종사자는 부랑인들에 한 인식에서 우리처럼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들과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Patricia 

Siebert(1986)는 부랑인과 인권민감성 연구에서 모든 사람은 인간존재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

으며, 부랑인일지라도 그들 자신만을 위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하고 일을 갖고 싶어하며 자신이 중요

하다고 하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Micha de Winter and Marc Noom(2003)은 부랑인 청소년과 전문가의 전문적인 보호의 관계 연구

에서 전문가는 부랑인에게 전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닌, 독립과 도움을 평형되게 유지해야 하며, 그

런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에서 성숙한 신뢰관계와 자문이 중요하며 이런 분위기는 전문가의 믿음에 의

한 화 안에서 만들어 진다고 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랑인시설의 단순한 인권실태파악

에서 벗어나 좀 더 근본적인 인권문제에 한 해결책을 갖기 위해 인권상황을 판단하고 보다 인권실

천의 입장에 있게 되는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민감성에 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권민감성에서 인구학적 특성과 인권교육경험 및 인권관련권리장전을 인식여부에 따라 

인권민감성이나 인권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정선영, 2006; 이충희, 2001, 이원웅, 

1996) 본 연구에서도 연구문제로 선정하였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부랑인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을 파악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1) 종사자의 인권민감성은 어떠한가?

2)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학력, 성별에 따라 인권민감성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3) 종사자의 직책에 따라 인권민감성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4) 부랑인복지시설의 근무경력에 따라 인권민감성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5) 종사자의 학교교육과정, 근무 중에 인권교육이수 유무 및 참여방법에 따라 인권민감성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6) 직장 내 부랑인을 위한 권리장전(지침) 유무에 따라 인권민감성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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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전국 38개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상으로 인권감수성에 해 2007년 6월 20일부터 7월 3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부랑인복지시설에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전체 시설

이 그 취지에 동의하여 38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체를 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

였으며 우편조사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1개 시설에서 390부가 회수되었으며 모두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랑인복지시설을 지역별로 상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부랑인복지시설 지역별 상자 수

지역별 상시설 상자 수(명)
계 31 390

서울 3 82
부산 1 9

구 1 50
인천 1 18

1 10
경기 3 31
강원 3 24
충북 1 16
충남 1 12

북 3 22
남 6 46

경북 1 15
경남 4 39
제주 2 16

2)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방법

측정도구는 2002년 인권위원회에서 개발된 ‘인권감수성’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권과 관련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문제의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 상황에서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미치

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검사방식은 인권이 문제될 수 있는 갈등상황을 나타내는 에피소드 

10개를 읽어보고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문항에 해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에피소드 내용은 국내에서 인권침해상황으로 논란이 되고 있거나 연령별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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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것이다. 도구의 I번 질문은 인권상황지각, II번 질문은 결과지각, III번 질문은 책임지각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인권민감성 검사 학생 및 성인용의 신뢰도 Chronbach's a는 .88로 보고되었

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각 문항 당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을 받을 수 있고, 각 에피소드 

당 세 질문 문항이 있으므로 한 이야기 당 최저 0점에서 최고 15점까지 받을 수 있다. 본 설문에서는 

10개 에피소드로 되어 있으므로 최저 0점에서 최고 150점을 받을 수 있다. 인권민감성 전체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50점이며, 하위요인인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각각의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50점을 받을 수 있다. 

본 척도의 에피소드와 평가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 에피소드와 평가방법을 예로 

살펴보면, 에피소드의 제목은 '황판사의 고민'으로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과 관련된 인권항목을 파악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김씨는 형기가 합계 5년이 넘는 절도전과 5범으로 최

근 징역형을 마치고 석방되었으나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자로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감호처분을 내

려 다시 보호감호소에 수용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판사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례에 해 세 

가지 질문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사례에 한 상반된 견해의 중요도에 해 묻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판사의 보호처분 후 예상되는 상반된 결과에 한 중요도에 해 문는 것이

었다. 세 번째 질문은 위 사례의 담당판사가 자신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지에 해 상반된 행동에 

한 중요도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고 중요도는 각 질문문항에 해 중요정도에 따라 5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민감성 내에 하위 에피소드에서 관련되는 인권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  인권민감성검사 내에 용되는 인권항목

에피소드제목 련인권항목

감원 상 평등권

김씨의 구속 불법체포, 구속하지 않을 권리

장애인학교 장애인 교육받을 권리

진료자 명단 정신장애인 사생활권

공장건립 환경권

황 사의 고민 구 으로부터의 자유권

려씨의 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국가의료정보센터 설립 사생활권

의사의 고민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권

가족회의 노인의 행복추구권

자료 분석방법은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 검토 작업(data cleaning)을 한 후 SPSSWIN 11.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각 변수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특징들

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

종별 등 집단 간 인권민감성 차이를 보기위해 집단별 평균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사자집단

과 일반인집단과의 인권민감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단별 T-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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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빈  도(비율)

성별
남 189(48.5)

여 201(51.5)

연령

25세 이하

26세 - 29세

30세 - 35세

36세 - 40세

41세 이상

36(9.2)

 56(14.4)

 76(19.5)

 87(22.3)

135(34.6)

 교육정도

고졸이하

 문 학 졸

 졸

 석사과정 재학

  기타

 69(17.7)

127(32.6)

148(37.9)

29(7.4)

17(4.4)

직책

원장

 사무국장

 상담부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기타

 무응답

5(1.3)

15(3.8)

15(3.8)

133(34.1)

27(6.9)

 86(22.1)

 85(21.8)

 24(6.2)

소유 자격증  사회복지사1  94(24.1)

3) 연구의 한계점

첫째, 연구 상자가 모든 부랑인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님으로 전체 부랑인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인

권민감성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측정도구에 있는 인권상황관련 에피소드 이외의 인권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을 파악

하는데 한계가 있다.

5.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조사결과

인권민감성의 총점은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평균값을 합한 결과이다.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3>  인구사회학  특성

                                                                      (N=390)



274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 1 호

 사회복지사2

 사회복지사3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해당사항없음

 무응답

104(26.7)

 2(.5)

 21(5.4)

 18(4.6)

 84(21.5)

 43(11.0)

 24(6.2)

직장 경력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해당사항 없음

31(7.9)

 41(10.5)

38(9.7)

 41(10.5)

 83(21.3)

 77(19.7)

 68(17.4)

 2(.5)

구  분 내  용 빈  도(비율)

학교교육과정  

인권교육 이수경험

있음

없음

150(38.5)

214(54.9)

 직장 인권교육 경험
있음

없음

120(30.8)

231(59.2)

 직장 인권교육 

참여방법

내부

외부

92(23.6)

 28(7.2)

 직장 내부교육 

참여방법

정기

비정기

 25(6.4)

 67(17.2)

 직장 내부 정기교육 

참여시간

 1 ~ 2시간

 3 ~ 5시간

 6시간 이상

13(3.3)

 3(.8)

 4(1.0)

조사 상자는 총 309명으로 남성이 189명, 여성이 201명이었으며, 연령은 40세이상이 135명으로 비

교적 연령이 높았으며, 36~40세가 87명, 30~35세가 76명 순이었다. 교육정도는 졸이 148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전문 졸이 127명, 고졸이 69명 등이었다. 직책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부분인 생활복지

사가 133명으로 가장 응답을 많이 하였으며, 생활지도원이 86명, 간호사가 27명이었고,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기획하는 사무국장은 15명, 원장은 5명이었다.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가 총 2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가 21명, 간호조무사가 18명 순이었다. 현 직장경력에는 3년~5년이 83명, 5~10

년이 77명, 10년 이상이 68명으로 근무경력이 비교적 길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이수관련 특성 

<표 4>  인권교육 경험 유무

                                                                       (N=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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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부 

비정기교육 참여시간

1 ~ 2시간

 3 ~ 5시간

 6시간 이상

38(9.7)

 11(2.8)

 2(.5)

 직장 외부교육 

참여방법

 정기

 비정기

 8(2.1)

 20(5.1)

 직장 외부 정기교육 

참여시간

1 ~ 2시간

 3 ~ 5시간

 6시간 이상

 2(.5)

 3(.8)

 2(.5)

 직장 외부 

비정기교육 참여시간

1 ~ 2시간

 3 ~ 5시간

 6시간 이상

12(3.1)

 5(1.3)

 4(1.0)

직장 내 생활인의 지침 

or 권리장  비치 유무

있음

없음

311(88.6)

 40(11.4)

생활인의 지침 or 

권리장 과 련된 

오리엔테이션 교육 유무

있음

없음

 184(59.2)

 120(38.6)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인권관련 교육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0명(38.5%), 없는 경우는 214명

(54.9%)으로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 내에서의 인권관련교육을 

받은 경험은 120명(30.8%), 없는 경우가 231명(59.2%)로 시설 내에서의 인권교육의 경험이 없는 경

우가 많았다. 교육방법에서는 외부교육 없이 시설 내부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92명

(23.6%), 외부교육 참여는 28명(7.2%)이었다. 내부교육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1~2시간 정도의 단시간 교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부교육은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

우가 상 적으로 많았다. 

직장 내의 생활인들을 위한 지침이나 권리장전 등은 부랑인시설 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답자 중 40명(11.4%)은 시설 내에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인권관련지침이나 권리장

전 등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입사초기 받았는가에 한 질문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84명

(59.2%), 없다는 경우는 120명(38.6%)으로 전체 조사 상자 390명 중 약 40%가 가까운 종사자들이 

생활인들을 위한 인권관련 지침이나 권리장전들이 시설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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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인권민감성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M(SD) F M(SD) F M(SD) F M(SD) F

연

령

25세 이하
63.69

(27.26)
.081

19.75
(9.99)

.066

20.89
(9.45)

.362

23.06
(10.49)

.057

26세-29세이하
65.14

(20.48)
21.02
(7.34) 

21.57
(9.02)

22.55
(7.24)

3) 종사자의 인권민감성 정도

<표 5>  종사자의 인권민감성 정도

                                                                       (N=390)

구  분 평  균 표 편차

인권민감성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64.55

 20.55

 21.81

 22.19

 27.86

 10.28

 10.21

 10.10  

※인원민감성 총점150점 

시설 종사자들의 총 인권민감성은 총점 150점에 평균 64.55이었다. 이는 정선영(2006)에 의해 보고

된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 평균 93.90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이며, 일반인의 70.8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2000년 부랑인시설평가에서 인권보호와 관련된 부분의 평가결과를 보면 의

식주 제공 등의 전통적인 생활시설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실시, 정기적인 사례회의, 질적인 삶을 위한 사회통합 등의 노력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정원오, 

2001) 특히 시설의 개방성이 총점 100점에 평균 68.18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밖에 안 되는 현

실에 있다. 체로 부랑인 시설은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고 일시보호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부랑인 거

의 부분이 장기체류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사람에 한 인식과 태도는 

생활인들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종사자들의 낮은 인권민감성은 생

활인에 한 낮은 인권의식과 태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다른 지각에 비해 종사자들의 인권상

황에 한 지각의 평균이 더욱 낮은 본 연구결과와도 연관될 수 있다. 강지영(2002)은 상 방의 인권

의식과 정서적 공감이 인권옹호행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는데, 특정 상

에 한 인식과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정서적 공감이 낮아 그들에 한 인권의식 역시 낮을 수밖에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권민감성 정도

<표 6>  인구사회학  특성별 인권민감성 정도

             (N=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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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35세이하
67.99

(26.50)
22.00
(9.68)

22.62
(9.90)

23.37
(10.18)

36세-40세이하
69.38

(29.79)
22.25

(10.96)
23.34

(11.13)
23.78

(10.37)

41세 이상
59.50

(29.60)
18.66

(11.07)
20.70

(10.40)
20.13

(10.58)

학

력

고졸이하(a)
53.38

(28.84)

7.558.***

(a,c)

(b,c)

(c,ab)

16.67
(10.13)

6.499***

(a,c)

19.01
(10.77) 

4.540**

(a,c)

(b,c)

17.70
(10.90) 

8.745***

(a,cd)

(c,ae)

(d,a)

문 학 졸(b)
61.56

(25.71)
19.86
(9.73)

20.24
(9.46)

21.46
(9.26)

졸(c)
72.44

(27.46)
23.05

(10.27)
24.30

(10.36)
25.09
(9.58)

석사과정 
재학(d)

70.41
(27.07)

22.97
(9.70)

 23.03
(9.76)

24.41
(9.84)

기타(e)
53.65

(23.26)
15.65
(9.68)

21.00
(8.31)

17.00
(9.05)

성
별

남성
65.42

(28.90)
.594

21.22

(10.68)
1.240

21.98

(10.57)
.331

22.22

(10.29)
.042

여성
63.74

(26.89)

19.93

(9.88)

21.64

(9.88)

22.17

(9.94)

※인원민감성 총점150점                                                    * p<.05 ** p<.01  *** p<.001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우선 연령별 인권민감성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는 김충희(2004)의 정신보건영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도 일치된 결과이다. 이와 연관하여 김동성(2004)에 의해 연령별로 부랑인이나 시설에 해 

인식정도가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학력별 인권민감성을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고졸이나 전문 학 졸자의 경우가 졸자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상황지각, 결과

지각, 책임지각 각각의 하위척도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인권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와 정서

적 능력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 교육, 보건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원웅, 1996).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시설종사자들의 학력수준에 따른 다양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성별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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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책별 인권민감성 정도

<표 7>  직책별 인권민감성 정도

직  책
 인권민감성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M(SD) F M(SD) F M(SD) F M(SD) F

리자

(원장/

사무국장)

(a)

79.45

(28.70)

3.801**

(a,de) 

(b,e)

25.50

(9.69)

4.044**

(a,e)

(b,d e)

26.45

(9.49)

1.687

27.50

(11.08)

4.555***

(a,de)

(b,de)

상담부장

(b)

69.27

(18.70)

21.20

(8.65)

 24.20

(7.63)

23.87

(7.59)

생활복지사

(c)

69.41

(25.95)

22.70

(9.84)

22.32

(9.56)

24.39

(9.43)

간호사(d)
58.30

(30.28)

18.22

(11.21)

20.74

(10.35)

19.33

(10.52)

생활지도원

(e)

59.56

(26.95)

18.69

(9.69)

20.57

(10.73)

20.30

(9.16)

기타 (f)
58.53

(29.55)

18.11

(10.81)

20.47

(10.62)

19.95

(10.87)

※ 인원민감성 총점150점                                                              * p<.05 ** p<.01 

직책별 인권민감성의 경우에서 부랑인시설의 인권관련지침이나 인권교육을 주관하게 되는 원장이

나 사무국장의 경우가 79.45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 안 일상생활 속에서 부랑인들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생활복지사나 생활지도원의 경우는 69. 27과 59.5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민감성 정

도는 총점 150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이며, 일반인의 70.8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정선

영, 2006)이다. 이는 부랑인시설의 인권관련 규정을 지도감독하게 되는 실질적인 운영자들의 인권에 

한 의식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관리자와 간호나 및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으며, 상담부장과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황지각에서는 관리자와 생활

지도원 집단 간과 상담부장과 간호사, 그리고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결과지

각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지각에서는 관리자와 간호사, 그리고 

생활지도원 집단 간과 상담부장과 간호사,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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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랑인복지시설 경력별 인권민감성 정도

<표 8>  부랑인복지시설 경력별 인권민감성 정도

(N=390)

 부랑인 역 경력
 인권민감성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M(SD) F M(SD) F M(SD) F M(SD) F

 6개월 미만
60.71

(22.50)

.344

17.97

(8.89)

.542

21.81

(8.36) 

.269

20.94

(9.04) 

.254

6개월~1년 미만
59.51

(25.30)

19.71

(8.99)

19.51

(9.83)

20.29

(9.11)

 1년~2년
70.18

(30.45)

21.03

(11.19)

24.92

(11.70)

24.24

(9.87)

 2년~3년
63.27

(26.76)

20.68

(10.36)

21.24

(8.62)

21.34

(10.22)

 3년~5년
66.42

(33.04)

21.24

(11.74)

21.89

(11.80)

23.29

(11.61)

 5년~10년
66.29

(27.85)

21.78

(10.39)

21.95

(10.51)

22.56

(10.22)

10년 이상
61.62

(24.03)

19.19

(9.31)

21.13

(8.76)

21.29

(9.16)

※ 인원민감성 총점150점                                                              * p<.05 ** p<.01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력별 인권민감성 정도의 결과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내지는 않았으나,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경우가 가장 낮은 인권민감성 정도를 보이다가, 1년에서 2

년 사이에 가장 높아지면서 2~3년에 이르러 점수가 다시 낮아지고 10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매우 낮

은 인권민감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선영(2006)에 의한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3년을 기준

으로 장기경력자가 단기경력자에 비해 낮은 인권민감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랑인복지시설에 종

사자들의 평균재직기간이 3~5년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장기 근무종사자들에 한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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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교육과정, 근무 중에서 인권교육이수 유무별, 참여방법별 인권민감성 정도 

<표 9>  학교교육과정, 근무 에서 인권교육이수 유무별, 참여방법별 인권민감성 정도

                                                                     (N=390)

과정별

인권

교육

이수

경험

인권민감성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M(SD) T M(SD) T M(SD) T M(SD) T

학교

교육

과정

있음
67.57

(29.30)
1.541

21.58

(10.68)
.341

22.56

(11.07)
.974

23.43

(10.11)

.914
없음

62.96

(27.15)

20.04

(10.03)

21.49

(9.74)

21.43

(10.22)

직장

있음 
71.38

(28.76)
2.799**

22.56

(10.34)
2.191*

24.13

(10.95)
2.492*

24.69

(9.82)
2.989**

없음
62.56

(27.60)

20.01

(10.35)

21.24

(9.98)

21.32

(10.15)

직장 

인권

교육 

참여

방법

내부
70.45

(28.60)

-.646

22.57

(10.37)

.013

23.52

(10.88)

-.378

23.96

(9.85)

-1.495

외부
74.46

(29.58)

22.54

(10.40)

24.82

(11.36)

27.11

(9.49)

직장 

내부

교육 

참여

방법

정기
73.52

(26.75)

.628

23.68

(9.43)

.628

23.68

(10.32)

-.131

26.16

(9.77)

1.316
비

정기

69.30

(29.38)

22.15

(10.74)

24.01

(11.16)

23.13

(9.82)

 

※ 인원민감성 총점150점                                                             * p<.05 ** p<.01

현 시설에 종사하기 전 학교교육에서 받은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

설 내에의 인권교육 유무별에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인권민감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

을 의미함과 동시에 클라이언트를 직접 면하게 되는 현장에서의 교육이 더욱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음과 더불어 부랑인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교육방법에서는 시설내부에서 진행되는 교육방식과 시설 외부의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교육방식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실시는 정기적인 경우와 비정기적인 교육실시 

역시 차이가 인권민감성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옹호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

는 실질적인 인권인식은 법조항에 의한 규정이나 교육에 의한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저절로 배여 지

는 실천적 의미의 인권인식에 기반한다(Misgeld,1994). 즉 인권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선언문 내용을 안

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딜레마상황, 무엇이 인권을 옹호하는 판단이고 행동인지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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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8) 시설 내 권리장전(지침)유무별 인권민감성의 정도

<표 10>  시설내 권리장 (지침) 유무별 인권민감성의 정도

(N=390)

구  분 인권민감성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권리장 (지침) M(SD) T M(SD) T M(SD) T M(SD) T

 유무

있다
67.20

(28.06)
2.522*

21.61

(10.36)
3.032**

22.57

(10.47)
1.397

23.02

(9.97)
2.483*

없다
55.33

(27.73)

16.38

(9.52)

 20.13

(9.96)

18.83

(10.77)

※ 인원민감성 총점150점                                                                  * p<.05 ** p<.01

시설 내의 권리장전이나 지침 유무별 인권민감성 차이를 살펴보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인권민감성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인권상황으로 의식하는 상

황지각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책임지각에서 인권민감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조사에 응

한 시설 내에는 권리장전이나 지침 등이 모두 비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랑인에 한 권

리장전이나 관련지침 등에 한 인식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

미하는 것으로 종사자들에 한 권리장전이나 관련지침에 한 사전교육의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6. 결론 및 제언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시설 종사

자들의 총 인권민감성은 총점 150점에 평균 64.55이었다. 이는 정선영(2006)에 의해 보고된 정신의료

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 평균 93.90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이며, 일반인의 70.86에도 미치지 못하

는 결과이다. 체로 부랑인복지시설은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고 일시보호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부랑

인 거의 부분이 장기체류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사람에 한 인식과 

태도는 생활인들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종사자들의 낮은 인권민감

성은 생활인에 한 낮은 인권의식과 태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우선 연령별 인권민감성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는 김충희(2004)의 정신보건영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음을 보

고한 연구결과도 일치된 결과이다. 이와 연관하여 김동성(2004)에 의해 연령별로 부랑인이나 시설에 

해 인식정도가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학력별 인권민감성을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고졸이나 전문 졸자의 경우가 졸자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상황지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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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각, 책임지각 각각의 하위척도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셋째, 직책별 인권민감성의 경우에서 부랑인복지시설의 인권관련지침이나 인권교육을 주관하게 되

는 원장이나 사무국장의 경우가 79.45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 안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인들과 가장 많

은 접촉을 하는 생활복지사나 생활지도원의 경우는 69. 27과 59.5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

민감성 정도는 총점 150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이며, 일반인의 70.8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

과(정선영, 2006)이다. 이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인권관련 규정을 지도감독하게 되는 실질적인 운영자

들의 인권에 한 의식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관리자와 간호사 및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담부장과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황지각에서는 관

리자와 생활지도원 집단 간과 상담부장과 간호사, 그리고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결과지각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지각에서는 관리자와 간호

사, 그리고 생활지도원 집단 간과 상담부장과 간호사,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경력별 인권민감성 정도의 결과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6개월

에서 1년 미만의 경우가 가장 낮은 인권민감성 정도를 보이다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가장 높아지면

서 2~3년에 이르러 점수가 다시 낮아지고 10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매우 낮은 인권민감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선영(2006)에 의한 연구결과 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3년을 기준으로 장기경력자

가 단기경력자에 비해 낮은 인권민감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현 시설에 종사하기 전 학교교육에서 받은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으나 시설 내에의 인권교육 유무별에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인권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을 의미한다. 교육방법에서는 시설내부에서 진행되는 교육방식과 시설 외부의 세미나 등에 참

여하는 교육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실시는 정기적인 경우와 비정

기적인 교육실시 역시 차이가 인권민감성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시설 내의 권리장전이나 지침 유무별 인권민감성 차이를 살펴보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인권민감성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인권상황으로 의식

하는 상황지각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책임지각에서 인권민감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조

사에 응한 시설 내에는 권리장전이나 지침 등이 모두 비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랑인에 

한 권리장전이나 관련지침 등에 한 인식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인권의식이 높

음을 의미한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 향상을 위한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랑인시설에서의 인권교육에 따른 인권민감성의 차이라는 연구결과는 시설에서의 인권교육

의 강화가 더욱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 정도가 일반인보다도 현격히 낮다는 점에서 더욱 실질적인 인권교육의 경험이 종사자들에

게 요구된다. 사회복지사의 인권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실천유형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클

라이언트가 갖는 권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기수, 2006). 특히 부랑인복지시설에 부랑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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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내 재원기간이 평균 3,107일로 정신요양시설의 2,601.5일에 비해 1.2배이고 정신의료기관의 566.6일

에 비해 5.5배에 달하는(2003. 이병조)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인권관점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부랑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랑인복지시설 내의 

인권관점유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례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는 부랑인복지시설평가에서 인권 부분에 해 효율적인 교육

부분과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한 평가항목으로 나누어 실질적인 정기적 평가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실질적인 인권수준을 결정하는 관리자들에 한 보다 철저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책이 

필요하다. 직책별 인권민감성의 경우를 보면 부랑인복지시설의 시설 내 규정을 정하고 이를 지도감독

하게 되며,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위한 자체지침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관리자인 원장 및 사무국장의 

인권민감성은 총점 150점에 약 50% 수준인 79.45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인 부랑인에 한 시설장의 

인권인식에서 부분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인

식하기보다는 보호해야 하는 상’만으로 인식하고 있고 생활인에 한 폭행과 성폭행 정도만 없으면 

인권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부랑인을 직접 면하면서 활동하는 종

사자인 생활복지사나 생활지도원, 간호사의 경우 인권민감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시설

지도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의 낮은 인권의식은 각 시설 내의 생활인인 부랑인의 

인권적 보호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인 관리자들이 종사자들의 

개인적인 인권의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위해 종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맞는 교육방법이 연구되어야 한

다. 부랑인복지시설의 근무경력이나 학력수준에 따라 인권민감성 정도의 차이는 시설 종사자들의 인

권교육 시 일률적인 교육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근무 경력(기간)별 인권

민감성 정도를 보면 1년 미만의 경우에 가장 낮은 인권민감성 정도를 보이다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가장 높아지면서 2년이 지나 3년을 넘기면 다시 점수가 낮아지는데 10년을 넘기게 되면 아주 낮은 인

권민감성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선영(2006)의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한 연

구결과와도 비슷한 경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장기근무자의 매너리즘과 소진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10년 이상 근무자에 한 인권의

식 강화를 위한 교육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소진해결책과 더불어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의 책으로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인권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교교육에서 받은 인권교육 경

험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시설 내에의 인권교육 유무별에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

우에도 낮은 70점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는 시설 

내 인권교육실시방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미리 계획 된 정기적인 방법과 비정기적인 교육방법이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인권교육의 

비효율성과 총체적인 부실교육을 의미한다. 인권옹호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인식은 

법조항에 의한 규정이나 교육에 의한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저절로 배여 지는 실천적 의미의 인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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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기반 한다(Misgeld,1994). 즉 인권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선언문 내용을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

니라 인권의 딜레마상황, 무엇이 인권을 옹호하는 판단이고 행동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

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2006년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교재 및 프로그램개발연구에 의하면 시설 종

사자들을 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경우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별 교육프로그램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을 클라이언트 당사자에게도 실시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설 

생활인의 경우에는 인권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교육하고 자기주장훈련, 의사소통훈련, 그리고 자존

감향상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자기옹호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의 개발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사들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인권침해상황과 관련된 사례나열식 인권

교육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인권상황에 한 정서적 자극을 촉진시키는 일시

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타인에 한 공감교육과 함께 인권침해 행위를 용인할 수 없는 인권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하다. 인권상황을 판단하게 인지와 정서적 능력

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 교육, 보건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이원웅, 1996) 때문이

다. 

이와 더불어 부랑인들에게 스스로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역량강화훈련프로그램의 제공이 동반

되어야 한다. 시설화된 부랑인은 스스로를 옹호하는 행위가 적고 인권민감성이 낮은 종사자들은 자신

들이 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옹호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부랑인 스스로의 

자기옹호능력 향상은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부랑인에 한 인권의식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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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id by purpose to be utilized to basic data for elevation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homeless facilities employees through examining their  

human rights consciousness by investigating human rights sensitivity that can 

grasp degree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homeless facilities employees.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390 homeless facilities employees who are 

working at 38 facilities around the whole country is compared and investigated.

As a result, human rights sensitivity of employees displayed very low score 

by average 64.55 points in total score 150 points.

Human rights sensitivity academic career of employees was shown meaningful 

difference,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substantial administrator is 

appeared very low in human rights sensitivity by duties.

According to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at the 

homeless facilities, the employs who had got human rights education shows 

higher human rights sensitivity than the employs who had not go human rights 

education.

Therefore, regular program that can enforce human rights education 

collectively as a formal curriculum in homeless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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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s proposed to develop practical and efficient human rights education 

manual case by case related with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Key words: homeless, homeless facilities, human rights sensitive and the 

advocacy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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