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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연계가 초래한 근로연계복지의 딜레마

-자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 수 

(서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요 약]

본 연구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을 지향해온 근로연계복지의 문제점들을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충돌

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연계복지

에 내재한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사이의 딜레마를 ① 사업의 목표(복지사업과 영리사업 사이의 딜레마); 

② 급여의 성격(복지혜택과  노동임금 사이의 딜레마); ③ 정책의 대상(집단과 개인 사이의 딜레마); 

④ 실무자의 역할(사회복지종사자와 사업경영자 사이의 딜레마)라는 네 차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행정적‧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던 자활사업의 문제들이 사실 서로 상충하는 체계인 사회

복지와 노동시장의 작동원리를 사회공학적으로 결합시키려 하면서 발생한 필연적 부작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편방안만이 아니

라, 근로연계복지의 작동원리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성찰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 자활사업; 근로연계복지; 시장노동; 사회복지; 체계

1. 문제제기

1980년  이후부터 근로연계복지는 전세계적인 복지개편의 중심축이 되어왔다. 비록 국가마다 조금

씩 차이는 있지만, 근로연계복지는 서구만이 아니라(Lødemel and Trickey, 2001), 개발도상국과 동아

시아 국가들에서도 복지개혁의 주요흐름이었다(Wad, 1999; Ravi and Engler, 2009). 한국에서도 김

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이명박 정부의 ‘고용친화적 복지’ 담론

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과 복지의 통합은 지난 10여 년간 복지정책의 중심화두 다. 그중 본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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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례인 자활사업은 한국의 표적 근로연계복지로 꼽히고 있다.   

사실 근로연계복지의 도입은 단지 한 복지제도의 신설을 넘어 기존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

다.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복지

국가의 주요논제가 되어왔을 만큼(Esping-Andersen, 1990), 전통적인 사회복지는 노동시장과 조적

인 경향을 지닌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는 노동력의 ‘재상품화’를 지향함으로써, 복지와 노동의 유기적

인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연계복지가 반전시킨 복지패러다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이념적 논쟁이 뜨거웠다. Mead(1989)와 Murray(1984)를 비롯한 보수진 은 근로연계복

지가 복지수혜자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책이라고 옹호해온 반면, 진보진 은 

노동의 강제성을 지적하며 복지국가가 구민법 시 로 퇴보했다고 통박해 왔다(Sayeed, 1995; 

Shragge, 1997; Pinder, 2007). 한국에서도 자활사업의 도입초기에 생산적 복지 담론의 의미나 자활사

업의 성격을 규명하는 이론적 논의가 한동안 진행되어 왔다(김기원, 2000; 이인희, 2000; 이선우·여유

진, 2001). 

그러나 관념적 논쟁에서 한 단계 내려와, 근로연계복지의 현장에서 노동과 복지가 실제 어떤 양상

으로 결합되고 있는지, 서로 상이한 복지 역과 시장 역을 융합했을 때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딜레

마는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근로연계복지는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이행

(welfare-to-work)’을 지향하지만, 현실 속에서 복지와 노동이 부드럽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연계복지의 집행과정에서 수많은 마찰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미약한 근로유

인체계(김미곤, 2001; 구인회, 2005), 취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사업단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참여자

들의 불만족(정원오·김진구, 2005; 류만희, 2007)처럼 자활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

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논의들(노 명, 2005; 2010; 김태완·전지현, 2009)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부분의 연구들이 행정적‧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과 보완책을 단편적으로 제

시하고 있을 뿐, 위 문제들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지는 못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집행현장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논의되어온 각종 문제점들

은 사실 서로 상반된 사회복지체계와 노동시장체계의 원칙과  가치를 하나의 정책에 기계적으로 융합

하려 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임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

도적 응책만이 아니라, 근로연계복지의 작동원리에 한 보다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관계

근  사회복지체계는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에 한 응으로 출발했다. Dobb(1980: 7)이 『자본주

의 발전연구』에서 자본주의를 “노동력까지 상품으로 만드는 가장 발달한 상품경제사회”로 정의했을 

만큼, 노동의 상품화는 자본주의 시장의 핵심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생활방식이란, 노동력을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연계가 초래한 근로연계복지의 딜레마  205

노동시장에 판매한 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을 말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생존과 삶의 질은 노동력의 상품화 여부(취업여부)와 근로소득의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자본

주의 노동시장의 인간관과 생활방식은 마르크스를 비롯한 진보진 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왔다

(Marx, 1992). 자본주의의 시장체계는 “사적이윤의 극 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도구

주의”(Down, 1957: 5)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도 수익경쟁을 위한 생산도구로 취급되면서 인간

소외가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ttali(2001)가 노동력착취와 무한경쟁, 개인주의가 미덕인 시

장의 원리를 ‘경제적 무도덕주의(economic amoralism)’라고 비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복지는 무도덕주의적인 시장의 폐단을 제어하는 항운동이었다. Sen(1987)이 『윤리학과 경

제학』에서 지적한 바처럼, 인간은 경제적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를 지향하는 ‘이중성(duality)’

을 지닌다. Polany(1944)는 이중성을 지닌 인류가 이끌어온 근 의 역사를 경제와 사회의 ‘이중운동

(double movement)'으로 요약한다. 근 사회에서는 자본축적을 위해 시장을 확 하려는 작용과 함께, 

시장으로부터 사회적 윤리를 방위하려는 반작용이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때 사회복지는 

시장경제의 독주에 한 표적 반작용이자, 노동시장으로부터 인간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사회의 노

력이었다. 이에 Esping-Anderson(1990)은 시장의 노동력 ‘상품화’에 한 복지의 반작용을 노동의 ‘탈

상품화’라 칭하고, 복지체계가 인간의 노동시장 의존성을 낮추는 정도(탈상품화 지수)에 따라 복지국

가의 성숙도를 가늠하기도 했다. 물론 사회복지를 노동시장의 항체계로 해석하는 관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네오 맑시스트들은 복지체계를 시장경제의 보완물로 보고, 복지국가가 시장 신 노동력 재생

산을 담당하고 노동계급의 저항을 미연에 방지해 자본가의 원활한 자본축적을 돕는 기능을 한다고 지

적해왔다(O’Connor, 1973; Ginsburg, 1979; Gough, 1979). 

그러나 Luhmann(1995: 283)의 개념을 빌려 말하면, 복지의 초기의도가 시장에의 항인지 보완인

지에 한 논쟁과는 무관하게,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이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자기준거적 체계

(self-referential system)”를 발전시켜온 것도 사실이다. Luhmann(1995)은 경제, 정치, 복지, 종교, 과

학과 같은 사회체계들(social systems)의 기능적 분화를 근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본다. 비록 

한 체계(사회복지)가 다른 체계(노동시장)의 보완책으로 출발했더라도, 부분체계가 기능적 분화를 거

듭하다보면 자신만의 독특한 규칙, 관행, 용어, 프로그램을 갖게 된다. 그 결과 한 부분체계는 다른  

체계로 완전히 환원되거나 종속될 수 없는 상호배타적 속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은 각자 고유한 작동원리를 구축해왔다. 시장은 효율과 성장, 성과와 경

쟁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따른다. 노동시장에서 행위자는 협력보다 경쟁을 지향하며, 개별노

동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Deakin and Wilkinson, 2005). 또

한 시장기업은 경 효율성을 위해 노동자들을 인사고과에 따라 서열화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다(Kilmann and Kilmann, 1991). 반면 사회복지는 정의와 평등, 연 와 우애로 변되는 ‘윤리

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복지체계는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며, 능력과 무관하게 인간이면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사회권을 중시한다(Marshall, 1992). 또한 구성원 간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재분배와 사회문제에 한 연 책임을 강조한다(Wilensky, 1974; Arts and Gelissen, 2001). 이

렇듯 복지는 시장과는 다른 원칙과 가치를 기초로 작동해왔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체계는 



206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 3 호

시장경제의 향을 크게 받아왔다. 하지만 복지체계 내부에서 윤리적 합리성과 가치는 여전히 최종심

급으로서 권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법철학자 고봉진(2009: 326)은 복지가 “‘경제를 

조정하는 복지’나 ‘경제에 종속되는 복지’가 아닌 ‘스스로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복지체계’”로서, 시장체

계로부터 독자성을 지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체계들의 독자성을 생각했을 때, 근로연계복지는 복지체계에 한 본질적 도전일 수밖

에 없다. 근로연계복지는 탈산업화, 고실업과 저임금, 복지수요와 지출의 증가와 같은 후기산업사회의 

위기를 노동시장과의 유기적 연계를 맺도록 복지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

다(Jessop, 1993). 그러나 앞서 말했듯, 사회복지는 사용하는 용어, 추구하는 가치, 조직구조, 행위자의 

역할과 자원의 재분배 방식 등이 노동시장과 판이하게 다른 체계다. 따라서 기존의 복지원리와 이질

적인 시장원리를 혼용하고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은 실제 복지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선행

위자들에게나 정책집행에 있어 여러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로연계복지를 노동과 복지의 ‘통합’이 아닌 ‘충돌’로 보고, 체계의 충돌이 초래한 딜레마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근로연계복지를 지지해온 보수진 은 복지제도에 경제적 합리성을 

도입함으로써 복지체계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Murray, 1984; Mead, 1989). 그러나 복

지체계 내에서 기존의 윤리적 합리성과 새로운 경제적 합리성이 마찰을 빚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

효율에 해서는 무관심하다. 반면 맑시스트들을 비롯한 진보진 은 근로연계복지가 복지개념을 시장

화함으로써 복지체계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해 왔다(Sayeed, 1995; Shragge, 1997; Pinder, 

2007). 하지만 이들은 부분 시장을 비인간적 체계로 상정하고 시장원리의 도입을 원천적으로 반

할 뿐, 노동과 복지 통합의 효율성 신화를 실증적으로 논박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

과 복지가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원리를 혼용하면서 발생한 

딜레마는 무엇인지를 자활사업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현장에서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충돌과 딜레마를 분석하기 위해 후방추론

법(backward mapping), 일선현장연구(street-level research), 혹은 상향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으로 불리는 정책집행연구의 관점을 차용했다(Elmore, 1979; Lipsky, 1980; Sabatier, 1986). 

정책연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근법은 최고 단계의 정책행위자(중앙정부)의 목표가 정책을 좌우

한다고 보고, 정부지침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하는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이다. 실제 

부분의 자활사업 연구들은 정부의 정책문서와 통계수치를 근거로 자활사업의 성격과 문제점을 논의하

거나, 중앙정부(상부)의 목표인 노동과 복지의 통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달체계(하부)의 개선방안

을 모색하는 하향식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정책의 실제 효과를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서상의 ‘정책소설(policy fiction)’이 아니라 정책이 발현되는 집행현

장의 ‘정책사실(policy fact)’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Brodkin, 2003: 151). 상향식 접근법은 정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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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행위자들의 구체적 경험과 진술을 바탕으로 정책의 성격과 한계를 규명하

는 접근법이다. 본 연구도 상향식 접근법의 관점을 받아들여, 정책담론이 아니라 집행현장에서 자활사

업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목표인 노동과 복지의 통합에 부응하지 못하는 집행

현장을 문제시하기보다, 현장의 경험을 토 로 정부의 정책목표가 갖는 한계를 비판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질적 연구의 3  주요방법인 문헌연구, 심층면접,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했다

(Marshall and Rossman, 1995: 78). 다중적 자료수집방법(multiple methods of data collection)은 출

처가 다양한 자료의 비교와 조를 통해 연구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단일방법보다 내적 편향을 줄이

는 장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의 기초자료인 문헌연구는 자활사업 시범사업 시기인 1996년부터 2012

년 현재까지 사업의 주요내용을 담은 정책문건을 참고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 중앙자활센터의 온라인자료실에서 공식문서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각 기관을 방문해 정책계

획서, 행정일지, 회의내용을 포함한 미간행문서를 제공받았다. 또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위해 방문

한 지역자활센터들의 업무일지, 사업계획서, 역사문헌을 수집해 자활센터가 인식하는 자활사업의 의

미나 사업의 집행상황을 파악하는 데 참고했다. 

둘째, 본 연구의 핵심자료인 심층면접은 자활사업의 일선행위자인 자활센터 실무자와 참여자를 

상으로 수집했다. 심층면접을 진행할 자활센터는 수도권에 위치한 센터들을 중심으로 센터의 역사가 

길고, 자활현장에서 의견개진이 활발하거나, 프로그램개발에 주도적인 센터 15곳을 선정했다. 연구자

는 연구목적을 밝힌 공식메일을 발송해 13개의 센터로부터 심층면접에 한 동의를 얻었다. 실제 심

층면접은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자활센터 실무자 19명과 자활참여

자 16명으로부터 면접자료를 수집했다. <표 1>은 정보제공자의 간략정보와 코드다. 면접은 행위자들이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묻되 상황에 따라 질문이 유동적인 반구조화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으

로 진행했고, 면접 당 1.5~3시간이 소요되었다. 

마지막으로 문서나 말로 발화되지 않은 자활현장의 갈등과 사건들을 수집하기 위해 참여관찰을 보

조자료로 활용했다. 참여관찰은 서울 F구의 F자활센터에서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참

여관찰지는 활동, 사건, 행위자에 관한 자료가 풍부하고, 연구자의 자료접근이 최 한 보장되는 곳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Spradley, 1980: 39). F구는 표적 저소득층 집지역으로 자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연구자가 풀타임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어서 관찰지로 선택했다. 연구자는 관찰기간 

동안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 활동, 화를 관찰일지에 기록하고 ‘field-2008.월.일’로 코드화했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최근 유럽의 사회정책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프레임워크 분석

법(framework analysis)을 따랐다(Ritchie and Spencer, 1994). 이는 ‘자료에 익숙해지기

(familiarisation)→주요테마 발견하기(identification)→이슈에 따라 자료 색인하기(indexing)→차트만

들기(charting)→패턴을 정리하고 해석하기(mapping and interpretation)’를 순환‧반복하며 질적 자료

를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를 여러 차례 검토함으로써, 자활사업에서 사회복지

와 시장노동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과 이로 인한 딜레마를 다음 4가지 테마로 간추릴 수 있었다. ① 

사업의 목표에서 복지사업과 리사업 사이의 딜레마, ② 급여의 성격에서 복지혜택과 노동임금 사이

의 딜레마, ③ 정책의 상에서 집단과 개인 사이의 딜레마, ④ 실무자의 역할에서 사회복지종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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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 자 사이의 딜레마가 그것이다. 연구자는 위 테마에 따라 자료를 분류한 후, 공통적인 패턴을 

정리하고 의미를 해석했다. 또한 패턴의 분류과정에서 지배적 패턴과 배치되는 사례(negative case)가 

발견되더라도 누락시키지 않고, 그 함의를 연구결과에 반 하려 노력했다. 끝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있어 자료제공자의 사전 동의를 얻고 비 유지를 약속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을 고려했으며, 면접내

용과 관찰내용을 문장 내에 인용할 때는 쌍따옴표(“”)로 묶고 코드를 적어 연구자와 표현과 구분했음

을 밝힌다. 

코드 소속  직 성별 면 년도

실무자1 N센터 장 남 2005

실무자2 N센터 말단실무자 남 2005

실무자3 J센터 장 남 2005

실무자4 K센터 실장 여 2005

실무자5 K센터 실장 여 2008

실무자6 G센터 실장 남 2008

실무자7 G센터 말단실무자 남 2008

실무자8 S센터 실장 여 2008

실무자9 S센터 말단실무자 남 2008

실무자10 W센터 말단실무자 남 2008

실무자11 A센터 실장 남 2008

실무자12 R센터 장 여 2008

실무자13 R센터 말단실무자 여 2008

실무자14 B센터 말단실무자 남 2005

실무자15 B센터 실장 남 2008

실무자16 M센터 실장 여 2005

실무자17 M센터 실장 여 2005

실무자18 E센터 말단실무자 여 2005

실무자19 E센터 말단실무자 여 2008

참여자01 F센터 간병사업단 여 2005

참여자02 F센터 간병사업단 여 2005

참여자03 F센터 간병사업단 여 2005

참여자04 F센터 청소사업단 여 2005

참여자05 D센터 청소사업단 남 2005

참여자06 D센터 집수리사업단 남 2005

참여자07 D센터 집수리사업단 남 2005

참여자08 K센터 간병사업단( 장) 여 2008

참여자09 S센터 자 거사업단( 장) 남 2008

참여자10 S센터 자 거사업단 남 2008

참여자11 R센터 간병사업단 여 2008

참여자12 R센터 간병사업단 여 2008

참여자13 F센터 간병사업단( 장) 여 2008

참여자14 B센터 가구사업단( 장) 남 2008

참여자15 E센터 청소사업단 남 2008

참여자16 E센터 집수리사업단 남 2008

<표 1>  정보제공자의 코드와 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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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사업의 목표: 복지사업과 영리사업 사이의 딜레마 

복지원리와 시장원리를 결합한 자활사업의 표적인 딜레마는 ‘복지사업(welfare programme)’인 

자활사업단을 ‘ 리사업(for-profit business)’처럼 운 해야 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본래 자활사업

의 모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했던 생산공동체운동에서 출발했다(한국지역

자활센터협회, 2010). 때문에 생산공동체운동을 주도했던 지역민간단체들은 자활사업을 ‘자활생산공동

체운동’이라 정의해왔다(한국도시연구소, 2000). 하지만 1999년 자활사업이 근로연계복지로 제도화되

면서, ‘자활공동체’의 의미는 정부의 지원 없이도 “모든 구성원에 해 70만 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한 사업단”이라는 경제적 용어로 변모한다(보건복지부, 2012: 194). 한 실무자의 말 로, “이제 

나눔보다는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이것이 공동체로 갈 수 있는지의 관건”(실무자18)이 된 것이다. 특

히 2005년부터 정부가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활성공률이나 자활공동체의 숫자와 같은 각 센터별 

실적에 따라 운 비를 차등지급하게 되면서(보건복지부, 2004), 자활사업단의 수익성에 한 압박이 

더욱 커졌다. 

(1) 일반시장에서 수익성과 지역복지 동시에 추구하기  

복지체계에 속하면서 시장체계처럼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은 센터를 다양한 갈등에 처하게 했

다. 먼저 센터는 지역의 리업체들과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사회복지단체로서 지역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예를 들어, 2006년 F자활센터는 일반시장을 겨냥한 일명 ‘시장진입형’ 사업단 5개(유료간

병사업단, 숯불갈비집, 불판청소업체, 인테리어업체, 꽃집)를 발족했다. 이러한 사업단은 “톡 까놓고 

말에 밖에서 하는 장사와 다를 게 없는”(참여자15) 사업들이다. 때문에 자활사업단은 지역사회에서 

비슷한 ‘장사’를 하는 업체들과 경쟁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단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은 그

리 쉽지 않다. 자활사업단은 일반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이 아니라 “엄연히 말해 이미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실무자3)을 위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 67.1%가 특별한 기술이 없고, 62.35%가 중학

교 이하의 학력일 정도로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은 시장경쟁력이 낮다(김안나·전지현·지은정, 2006: 

102). 심층면접에 참여한 참여자들도 간호사 던 참여자8과 기업에 다녔던 참여자15 외에는 개가 

건설일용직, 식당종업원, 가게점원, 리운전기사 같은 저숙련 노동자로 이차노동시장을 전전하던 사

람들이었다. 물론 원론적으로 자활근로는 현장실무교육(on-the-job-training)으로, 기술훈련을 제공하

는 복지서비스의 성격도 갖는다. 하지만 아래 실무자의 설명처럼, 기술을 익힌다고 해도 시장에서 비

슷한 일을 수십 년 해온 “베테랑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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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는 베테랑이 많잖아요. 미싱을 보통 탄다고 하는데, 1년 동안 한다고 미싱을 잘 타지는 못해

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솜씨가 뒤질 수밖에 없어요. 고깃집을 열어도 가게가 너무 많고. 멀쩡한 사람

도 창업을 하면 퍽퍽 쓰러지는데 [사업단이] 버티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막말로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거면 왜 여기 와있겠어요?(field-2008.11.28)

 하지만 자활사업단이 경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실무자10) 노릇이다. 자

활사업단은 참여자수가 2-10명 안팎인 소규모사업으로, 이들의 경쟁상 는 기업보다는 동네 식당, 

꽃집, 세탁소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자활센터가 부분 저소득층 집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네 

점포주인도 “수급자만 아니다 뿐이지 어려운 사람들”(실무자11)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단이 국가

지원을 받아 상권을 차지하면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세상인들이었다. 하지만 센터는 지역점포

의 실정에 무심하게 자기이윤만 추구하는 시장기업과는 달랐다. 자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

복지시설로서(보건복지부, 2005), 특히 센터를 운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과 지역운동단체들은 전

통적으로 지역복지와 균형발전을 추구해온 단체들이다(이문국, 1999). 따라서 아래 실무자의 경험처

럼, “더 가난한 주민을 도우려고 덜 가난한 주민을 내치는 일”(실무자10)은 지역복지를 지향해온 센

터들을 곤란하게 만들곤 했다. 

지역복지, 지역공동체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세탁나라를 만들어서 사명감

을 가지고 세탁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동네 세탁소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세탁소는 보통 마누

라랑 남편이 두 명이 하는 정도고 우리는 더 크게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돈을 

벌면 동네 세탁소가 망하는 거라니까요. (실무자10) 

(2) 공공영역에서 수익성과 공공성 동시에 추구하기 

복지단체로서 수익성도 지역복지도 제 로 추구하기 힘든 일반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센

터가 찾은 돌파구는 일명 ‘보호된 시장’으로 불리는 공공 역이다. 2006년 F자활센터는 시장진입형 사

업 외에 관청, 학교, 공사 등 공공기관을 겨냥한 사회적일자리형 사업 4개를 진행했다. 정부지원을 받

고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사업단과 집수리사업단, 복지시설과 공부방에 급식을 제공하

는 시설사업단과 공공기관을 청소하는 청소사업단이 그것이다. 사회적일자리형 사업단은 공공기관과 

자활센터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 공공기관은 ‘자활상품’으로 불리는 자활센터의 재화와 서비스를 일

반상품보다 싸게 구입해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공익적 이미지도 강화할 수 있

었다. 센터에게도 공공기관만큼 안정적인 협력자는 드물다. 특히 간병사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집

수리사업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거급여, 청소사업단은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도시락사업단은 

학교급식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과 차원이 다른 사회복지기관의 명분”(실무자1)

을 지킬 수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자활사업의 성과로 사회적으로 유익한 서

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꼽아왔다(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10). ‘제 3섹터 일자리→사회적 일자리→사

회적 기업’으로 이어지는 진보학계의 안적 일자리 담론도 비슷한 차원에서 자활사업의 의의를 평가

해왔다(김신양, 1999; 김홍일, 2001; 진재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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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념적으로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적일자리 사업도 현실 속에서 시장경쟁을 피할 수는 없

다.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자활상품의 구매를 권유하고 있지만, 구매가 강제는 아니다. 만약 리기업

이 더 나은 계약조건을 제시하면 센터와 계약을 파기하고 거래처를 옮기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실제 센터들이 공공기관에게 “배신당하는”(실무자13) 일이 종종 있어왔다. 일례로 J자활

센터는 지하철공사와 계약하고 시트청소를 진행했지만, 1년 후 리업체와의 입찰경쟁에서 려 사업

을 종료해야 했다.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실무자3) 리청소업체들은 입찰을 위해 공사의 고위관료

들에게 로비와 접 를 했지만, “마케팅 노하우나 접 도 몰랐던”(실무자3) J센터는 아무런 처를 하

지 못했던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N자활센터도 □□터널 청소사업을 리업체에게 내줘야 했다. 리

기업만 경쟁상 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실무자의 불평 로, 가끔 지방의 유지나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정부 위탁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자활센터가 경쟁에서 이기기란 더욱 힘들었다.  

지역에서 입김이 세기 때문에...정치적 힘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안정된 시장을 내놔라 안

정된 시장을 내놔라 생쑈를 해봐요. 구의원 하나를 이길 수 있나. 구의원이 재활용분리장을 한다고 하

면 구청은 구의원에게 다 준단 말이죠. (실무자11) 

이처럼 자활사업단은 일반시장에서든 공공 역에서든 수익성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P.R.이나 판촉에도 신경을 써야”(실무자7)하고, 접 와 같은 시장체계의 관

행도 익혀야 했다. 아래 청소사업단 실무자의 말처럼, 자활사업도 “자신을 팔지 않고는 살 수 없게”

(실무자18) 된 것이다. 

지자체를 잘 섭외해서 계약을 따내는 것도 능력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비까지는 안 해도 

동사무소나 시청 과장님을 알아가지고 사업단 판촉물도 드리고 계절이 바뀌면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요…. 우리도 자신을 팔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죠. (실무자18)  

(3) 지역자활센터 간 관계에서 수익성과 연대성 동시에 추구하기 

그러나 자활센터가 리사업을 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난처한 딜레마는 지금까지 상호연 와 협력

을 추구해오던 자활센터끼리 수익을 위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2년, 정부는 센터가 개별적

으로 진행하던 사업단 사례들을 종합해 5  표준화 사업(가사간병, 음식물재활용, 폐자원재활용, 집수

리, 청소)을 간추리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꾸리도록 독려했다(보건복지부, 2002). 자활사업은 정부

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야 관리와 평가가 용이하다. 이

런 연유로 2006년에는 자활센터의 95%가 가사간병사업단을, 78%가 집수리사업단을 운 하는 정도가 

되었다(서울자활정보센터, 2006). 획일화된 사업단은 복지행정에 편이성을 증 시켰지만, 시장경쟁의 

관점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인접 자활센터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낳았다. 예를 들어, N센터는 

음식물재활용사업단을 운 하면서 지역학교와 공공기관을 상으로 안정된 수익을 내왔다. 반면 같은 

구(區) C센터의 분식사업단은 장사가 잘 안 돼서 고전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에 C센터는 N센터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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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례를 따라 분식사업을 음식물재활용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N센터는 이 소식

을 반길 수만은 없었다. 아래 실무자의 설명처럼, C센터가 같은 사업을 할 경우 “경쟁을 하거나 지역

을 떼어줘야”(실무자2)하기 때문이다. 

짜증이 나는데 왜 우리끼리 경쟁을 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C가 저희가 하는 사업에 뛰어들면… 같

은 지역이니까 경쟁을 하거나, 지역을 떼어줘야 하나….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니까. (실무자2)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이상 센터들은 이러한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센터들은 

협의를 통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유사한 업종이면 각 센터의 업구역을 나눠

서 연 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국가복지정책인 자활사업은 행정구역별로 수급자와 센터가 관리되는데, 

이를 자활사업단에도 적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재활용사업단은 해당 구(區)의 관청이나 기업체에서 

나오는 재활용물품을 주로 수거하고, 간병사업단은 해당 지역의 병원과 환자를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사실 일반기업이라면 행정구역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프런티어 정신’에 따라 시장을 무한히 개

척하는 것이 미덕이다. 하지만 자활사업단의 활동구역은 관례상 행정구역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

는 복지체계의 관점에서는 연 성을 유지하게 해주었지만, 시장체계의 관점에서는 사업단의 자유로운 

업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일부 실무자들은 연 사업의 관례를 못마땅해 했다.  

저는 연 사업이 좋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저희가 재활용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다 구역이 있어요. 그

래서 어디로 가고 싶어도 다른 지구로는 갈 수가 없어요. △△구 한국전력에서 폐컴퓨터를 받기로 했

는데 △△구에도 재활용사업단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러 가야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

게 되잖아요. 첨에는 그 지역에 나오면 그 지역을 주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업을 못해요. 그래도 

다들 시장을 풀면 안 된다. 한번 풀면 정신없이 풀어진다고 해요. … 연 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막

히는 거예요. (실무자18)

이렇듯 복지와 시장이 결합된 자활사업은 복지체계로서 지역복지, 공공성, 연 와 같은 사회적 가

치를 고려하면서도, 수익창출을 위한 경쟁도 추구해야 했다. 자활사업의 이 같은 양가성은 아래 사례

처럼 일선실무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곤 했다.   

언제부턴지 모르게 이제 센터도 자본주의 안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활센터가 

나눔, 협동을 외치고는 있는데, 이런 것만 하기는 힘들거든요.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고 정신분열증에 

걸리기 일보직전인 거죠. (실무자11) 

2) 자활급여의 성격: 복지혜택과 노동임금 사이의 딜레마  

복지와 노동의 연계로 인한 근로연계복지의 두 번째 딜레마는 수급자가 받는 급여가 ‘복지혜택

(benefits)’과 ‘노동임금(wages)’의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면서 발생하는 혼선이다. 근로연계복지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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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무의 이행을 가로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주요특징으로 한다(Lødemel and Trickey 2001). 

한국의 자활사업도 자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9-to-6 노동자처럼 일주일에 40시간을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연계복지의 수급자는 순수한 복지수혜자와 노동자의 경계에 위치하

며, 수급자의 급여도 생계비 보조로서의 복지혜택만이 아니라 노동의 가인 노동임금의 성격을 동시

에 지니게 된다. 실제 『자활사업안내』의 표현들(가령, 자활근로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 자활근로 

참여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사업의 노동강도를 감안하여…)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상으로도 ‘자

활급여’와 ‘근로임금’은 혼용되고 있고, ‘근로시간’, ‘노동강도’와 같은 노동시장의 용어도 그 로 사용

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30, 152, 194). 작업장에서도 “수급자라고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를”

(참여자13) 정도로 수급자와 일반노동자의 노동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요새는 OO초등학교로 출근해요. 거기서 화장실이나 복도청소를 하는데… 사실 청소부죠, 청소부. 

선생님이랑 애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청소아줌마라고 생각해요. 제가 수급

자라고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참여자13)

하지만 자활근로와 일반노동의 실질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은 원칙적으로 정식직업(real 

job)이 아닌 복지사업(welfare programme)의 일환이다. 따라서 자활급여는 일차적으로 복지혜택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으로서의 성격이 있음에도 복지급여로 제공될 때 발생하는 마찰

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가 자활급여를 노동시장의 공정성에 따라 지급할지, 사회복지의 정의에 따라 

지급할지에 한 갈등이다.  

(1)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사회복지의 정의의 대립

노동시장에서 노동임금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이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송강직, 2009). 이 

노동시장의 원칙에는 만약 다른 노동자보다 생산성 높은 노동(차등노동)을 한다면, 차등임금을 받는 

것은 공정하다는 합의도 깔려있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가를 받는 노동시장체계의 ‘능력중심의 공정

성(performance-based fairness)’과는 달리, 사회복지체계는 개인의 조건과는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자원을 재분배하는 ‘욕구중심의 정의(need-based justice)’를 추구한다. 따라서 복지혜택으로서의 자활

급여는 자활참여자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정의로운 방식이다. 실제로 같

은 사업유형에서 일하는 자활참여자들은 개인의 실적이나 사업단의 수익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매해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균일액수의 자활근로임금을 받는다(2012년, 사회적일자리형 사업은 30,300원; 

시장진입형 사업은 33,550원)(보건복지부, 2012: 12). 

그러나 복지체계의 ‘정의로운’ 자원 재분배 방식은 오히려 자활참여자에게 소위 “일할 맛”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경 자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노골적으로 착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한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복지제도인 자활사업에서는 시

장과 같은 인센티브가 미미하다. 자활참여자는 남보다 일을 잘 하든 못하든 똑같은 급여를 받을 뿐 

아니라, 일부 참여자들은 필요에 따른 자원분배의 원칙에 따라 자활급여와 무관하게 가정형편과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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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더 보충 받기도 한다. 이러한 복지혜택의 지급방식은 아래 참여자처럼 근

로능력이 상 적으로 높은 참여자에게는 오히려 디스인센티브로 작용했다. 

사실 어폐가 있지. 솔직히 일은 내가 제일 많이 하는데 임금이 같단 말이죠. 가구를 조립하는데 다

른 사람은 10개 할 때 나는 50개를 해요. 그런데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도 임금이 

같으니까. 내가 말은 안 해도 어폐가 있어요. (참여자14)  

따라서 일부 참여자의 눈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참여자9)처럼 보이기도 했다. 성과가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는데 “일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참여자10)는 것이다. 노동에 한 이 같은 회

피는 ‘도덕적 게으름’보다 ‘합리적 판단’이 깔린 것이었다.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보면 다들 그래요. 일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충 하면서 다니자. 열심히 해

도 소용없다. 70만원 받으면 70만원어치만 하면 되지 않느냐. 아무리 일해도 80만원 100만원 오르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참여자10)  

이처럼 근로연계복지의 목표가 참여자의 ‘근로의지의 제고’이지만, 오히려 복지혜택의 평등성은 자

활참여자의 근로동기 제고에 걸림돌이 되었다. 사실 본질적으로 성과를 지향하는 시장과 평등을 지향

하는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는 두 역을 기계적으로 결합

해 참여자에게 노동에 있어서는 높은 성과를 요구하면서도 그 결과에 해 평등한 급여를 제공하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다. 

(2) 복지체계 내 성과급 도입과 부작용

정부도 이러한 모순을 인지하고 자활사업에 시장체계와 비슷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자립준비적립금’(이하, 자립적립금)이다. 자립적립금은 사업단이 수익을 내면 그 수익금을 

해당 사업단 참여자들의 명의로 적립해 두었다가 차후에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표 2>는 한 

자활센터 사업단의 2008년도 자립적립금이다. 이 사업단은 1년 동안 약 216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 

수익을 매월 참여자수에 따라 1/n로 적립했다. 노동시장의 맥락에서 보면 이 개별적립금은 실적에 

한 성과급의 역할을 하면서 평등한 복지급여로 인한 수급자의 불만을 일부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복지혜택과 노동임금의 혼선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자활급여를 복지체계

의 평등성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면 근로유인이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노동시장처럼 완전한 차

등임금제를 도입하면 더 이상 복지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 때문에 자립적립금과 같은 성과급은 복지

체계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제한된 수준으로 적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자립적립금은 기업의 보너

스처럼 기여자에게 곧바로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유보된다. 자활사업의 

목표는 공동창업(자활공동체)이기 때문에, 적립금은 해당 사업단 참여자들이 차후 창업을 하게 될 때 

‘창업자금(seed money)’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참여자의 불평 로, “그 돈은 언제 만져볼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참여자14)이었다. 물론 노동시장의 ‘퇴직금’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업단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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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별참여자가 자기명의의 적립금을 받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같은 사업

단에서 꾸준히 일했을 경우에만 자기지분을 받아갈 권리가 주어진다. 일례로, <표 1>의 사업단 참여자 

박정은과 장미라는 개인사정으로 각각 1월과 5월에 사업단을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사업 참여기간이 

1년이 넘은 장미라만 자신의 적립금 97만원을 지급받았고, 1년 미만이었던 박정은은 자기지분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박정은과 같은 이유로 자기명의의 돈을 받지 못한 참여자에게 자립적립금은 “센터가 

돈을 떼어먹는”(field-2008.11.18) 부당한 제도일 뿐이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총계

송미연 78,300 66,700 72,500 75,400 72.500 69,600 78,300 72,500 72,500 78,300 736,600

이상희 78,300 66,700 72,500 75,400 72.500 69,600 78,300 72,500 72,500 78,300 736,600

박정은
78,300

(종료)
78,300

장미라 78,300 66,700 72,500 75,400
-974,400

(종료)
-681,500

임수진
52,200

(시작)
72,500 75,400 72.500 69,600 78,300 72,500 72,500 78,300 643,800

윤영희
55,100

(시작)
75,400 72.500 69,600 78,300 72,500 72,500 78,300 574,200

김소연
75,400

(시작)
75,400

총계 313,200 252,300 345,100 377,000 -684,400 278,400 313,200 290,000 290,000 388,600 2,163,400

<표 2>  OO자활센터 △△사업단의 자립 립 (참여자 이름은 가명임)

실제로 자활센터와 참여자 사이에 자립적립금을 둘러싼 갈등은 “거의 모든 센터가 한두 번은 겪었

을 만큼”(실무자15) 비일비재한 일이다. B자활센터 실무자15도 마찬가지다. 2008년, 분식사업단의 한 

참여자가 담당 실무자15가 상거래법을 어기고 불법노점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실무자를 고소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 사유일 뿐, 실제로는 자립적립금을 둘러싼 립이었다. 실무자15는 분식

사업단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와플, 어묵을 파는 가판을 가게 앞에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참여자들도 

수익을 올리면 적립금이 쌓이기 때문에 찬성했다. 하지만 한 참여자가 개인이유로 사업단을 그만두면

서 자기명의의 자립적립금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실무자15는 “본인 발로 나갔고, 1년이 안됐으니 규

정상 무리”라고 부탁을 거절을 했다. 이에 참여자는 실무자15에게 항의전화를 계속하다가 결국 법원

에 불법노점 문제를 고소했던 것이다.  

반 로 S자활센터 실무자9는 적립금을 임의로 “퍼줬다가 참여자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했다. 집수

리사업단 담당 실무자9는 참여자들이 “아무리 일해도 급여가 적은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왔다. 따라

서 사업단이 수익을 올릴 때면 적립금의 일부를 참여자에게 그 자리에서 나눠주곤 했다. 참여자들도 

적립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 이를 환 했다. 그러나 한 참여자가 “술만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자” 실

무자9는 그를 다시 관할 구청으로 돌려보낼 결단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들은 참여자는 불만을 품고 정

부에 실무자9를 적립금을 임의로 처리한 공금남용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이후 참여자가 민원을 취소

해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이 일로 실무자9는 사퇴서를 쓸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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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적립금을 둘러싼 이와 같은 분쟁은 겉보기에는 ‘깐깐한’ 실무자와 ‘뒤통수치는’ 수급자의 문제

나, 자립적립금의 제도적 개선문제 정도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나 제도의 문제를 넘어 

본질적으로 자립적립금을 참여자의 정당한 노동의 가로 보느냐, 아니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

의 일부로 보느냐의 싸움이었다. 

(3) 자활참여자의 수혜자과 노동자 사이의 정체성의 혼선

자활근로의 가가 복지혜택인지 노동임금인지를 둘러싼 갈등은 자활참여자를 복지수혜자로 보느

냐, 노동자로 보느냐에 한 보다 본질적인 논쟁과 맞닿아 있다. 앞서 말했듯, 근로연계복지 참여자는 

복지를 가로 노동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복지(수급자)와 노동(자)의 구분은 모호하다. 법적으로

도 자활참여자와 노동자의 경계는 확실치 않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노동자로 보는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르면, 자활급여를 목적으로 자

활근로를 하는 자활참여자는 노동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이 제도화된 이래, 참여

자의 노동자성에 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손치훈, 2006; 유의선, 2006).  

Fraser(1997)의 개념을 빌리면, 노동자성을 둘러싼 논쟁은 단지 참여자의 노동자적 정체성을 ‘인정

(recognition)’하는 수준을 넘어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의 ‘재분배(redistribution)’ 수준을 

결정하는 중 한 사안이다. 참여자가 복지수혜자일 뿐이라면, 국가가 정한 생계급여 외에 다른 가를 

요구하기 어렵다. 하지만 노동자라면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4  보험, 유급휴가, 퇴직금, 단체교섭

권, 최저임금 등)를 보장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자활참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을 꺼려왔다. 아래 실무자의 설명처럼, 참여자가 일반노동자에 준하는 지위와 권리를 갖게 되면 취

업하지 않고 복지체계에 “눌러앉을 수 있고”(실무자11), 기존의 시장체계의 노동자  복지체계의 수

급자라는 이중구조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자활참여자에 한 열등처우

원칙을 고수해왔다. 

자활참여자를 노동자로 보면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요.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에 맞게 줘야지. 근로

기준법도 지켜야하고, 4  보험도 가입해야해요. 임금협상이나, 퇴직금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골치 

아픈 일이 많아지니까. (실무자11)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노동부는 자활참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노동법하

고 복지법하고 멱살을 잡는”(실무자5) 일이 자주 일어났다. 노동부는 2002년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을 개정하면서 3년 이상 자활사업단에 종사한 참여자를 고용보험 상자에 포함시켰고, 2004년 9월 아

산지역자활센터와 2005년 7월 시하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노동조합을 공식노동조합으로 인정했다. 또

한 2005년 8월 한 여성참여자가 생리유급휴가 문제를, 2006년 4월 자활참여자 2명이 퇴직금지급 문제

를 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했을 때, 참여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

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2005년 9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신설조항에 자활참여

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명기했지만, 노동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노동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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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결국 두 행정부처의 마찰은 2006년 5월 법제처가 노동자성을 불인정

하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었다. 법제처의 행정해석을 다른 부처보다 우위에 두는 정부

조직법 제 24조와 법제업무운 규정 제 26조에 따라 노동부도 법제처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법적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해서 현장에서도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규범(norms)은 

오직 체계의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을 때에만 질서(order)를 형성”하기 때문이다(Alexander, 1995: 

155). 이미 수년에 걸쳐서 노동자성에 한 논란이 있었고, 실제 유급휴가, 고용보험, 노동조합을 인정

받았던 전례가 있는 이상, 노동자성 불인정이라는 정부의 결정이 자활현장에서 절 권위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도 이에 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2008년 5월 전북 덕진자활센터 참여자 

62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보험 보장에 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경남 10개 자활센터와 참여자

들은 ‘자활노동자권리찾기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항운동은 “지방에서 하는 활동”(실무

자11)일 뿐이고, “솔직히 참여자를 노동자로 보는 것은 억지”(실무자6)라며 회의적으로 보는 실무자

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성 논쟁은 자활사업만의 해프닝이 아니다. 미국의 근로연계복지 수급자

들도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워크페어정의운동(Workfare Justice Movements)’을 적으로 전개

해왔을 만큼(Brooks, 2001; Goldberg, 2001), 이는 근로연계복지의 공통된 딜레마이기도 하다. 근로연

계복지가 복지와 노동을 연계한 이상 수급자의 정체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다. 

3) 정책의 대상: 집단과 개인 사이의 딜레마

근로연계복지 역시 사회복지의 하나라는 사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그

것은 사회적 위험을 사회적으로(집합적으로) 처하는 제도요 노력이다. 여기에서 방점은 ‘사회적’(집

합적)이라는 말에 찍혀 있다(김종일, 2006: 418). 

자활사업의 세 번째 딜레마는 ‘자활(self-sufficiency)’과 ‘공동체(community)’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자활사업의 자활공동체는 ‘따로’를 함축하고 있는 자활과 ‘같이’를 함축하고 있는 

공동체의 합성어로, 시장체계의 가치인 자조(自助)와 사회복지체계의 가치인 공조(共助)가 혼재되어 

있는 개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자기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Rawls, 1971: 11)으로 정의된다. 시장에서도 노동자는 개인으로 존재하며 자신의 생존을 책임

지도록 되어 있다. 반면 사회복지는 개인보다는 노동자 계급의 단결, 사회연  혹은 공동체적 호혜를 

통해 “사회적 위험을 집합적으로 처하는 제도”이다(김종일, 2006: 418). 사회복지의 일환인 자활사

업도 집합주의를 제도에 반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비록 자활사업이 근로연계복지로 제도화되면서 

정책의 일차적 목적이 ‘수급자 개인의 자활기반 조성’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공동체와 함께 하는 

자활지원”(삶의질향상기획단, 2000)이 중시되고 있다. 수급자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식으로 

개인취업보다는 공동창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지역공동체운동출신의 자활센터를 필두로 많은 

센터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기업을 창업의 형태로 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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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을 공동체적으로 추구하는 모순

그러나 ‘공동체’라는 사회적 방법으로 ‘자활’이라는 시장경제의 목표를 이루려는 방식은 여러 어려

움에 봉착했다. 먼저 공동체를 이루기엔 참여자 간의 연 기반이 약한 경우가 많다. 국제협동조합연합

은 협동조합을 “같은 지향의 사람들의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한다(ICA, 2007). 하지만 자활사업은 자

발성과는 거리가 멀다. 참여자들은 “당장 먹고 살게 없어서”(참여자12), “여기 안 오면 생계비 못 받

는다고 해서”(참여자13) 사업단에 들어온 복지수급자들이다.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복지사업에

서 자율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은 처음부터 이율배반이었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은 같은 지향으로 모

다기보다 우연히 한 사업단에 배치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형제끼리도 같이 일하면 싸우는 마당에 

생판 모르는 남들과 일하는”(참여자9) 상황이 평탄할 수는 없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참여자

14) 갈등을 빚거나,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버려서”(참여자5) 공동창업이 무산되기도 했다. 

아래 참여자5도 비슷한 이유로 “공동체 문턱까지 갔다가 무산되고” 다시 센터로 되돌아와야 했다. 

 

청소업체 만든다고 사무실에서 5명을 묶어줬거든요. 그런데 한명이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어디 갔

는지는 몰라요. 취직이 됐을지도 모르고…. 남은 형님 둘도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

면 형님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한배에서 난 형제끼리도 동업은 하지마라고 하잖아요?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지. (참여자5)  

특히 자활을 집합적으로 추구하다보면 오히려 개인의 자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김안나 외, 2006: 101), 자활참여자의 25.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성한 몸도 거의 없는”(실무자18) 상황이다. “가장 흔한 말로 간병서비스 참여자가 오히려 간

병을 받아야 한다는 말처럼, 여기 와서 일만 해도 고마운 사람들이 많은”(실무자11) 것이다. 그러나 

자활가능성이 높은 일부 젊고 건강한 수급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능력이 미미한 수급자는 “일

만해도 고마운 사람들”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이 공동운명체로 묶여 있는 이상, 누군가 일을 못하면 

“일을 잘 하는 나머지가 메워야”(참여자9)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만약 시장체계의 원칙을 완전히 

받아들여 개인취업이나 개인창업을 통해 자립을 추구한다면 훨씬 빨리 자활에 성공할 수 있는 수급자

들이 다른 참여자들과 공동창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단에 계속 묶여 있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사업단의 조직구조는 사업단을 효율적으로 경 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었다. 

최근 기업들이 직급을 간소화한 네트워크 조직모형을 지향하고 있지만, ‘사장→중간관리자(임원, 부장, 

과장, 차장, 리)→말단직원’처럼 효율적 경 을 위한 최소한의 위계질서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복지체계에서 수급자들은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사업단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직급이 올

라가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직급도 없고 명령체계도 없는”(참여자15) 자활사업단에서 참여자들은 

솔선수범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나서면 혼자서 이상한”(참여자15)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  

제가 기업에서 간부까지 하다가 오게 됐는데, 여기는 비즈니스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1년차

나 5년차나 승진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누가 누구를 이끌거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사업단이 움직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연계가 초래한 근로연계복지의 딜레마  219

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좀 해보려고 나서면 혼자서 이상한 나라 엘리스가 되는 거지. (참

여자15)

지위가 평등한 사업단의 조직구조는 실무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분이기도 했다. 모든 참여자가 

우산살처럼 실무자에게 직속으로 연결된 행정시스템에서는 실무자가 수십 명의 참여자들을 일일이 관

리(예: 출석체크, 월차, 병가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2) 복지체계 내 직급제의 도입과 부작용

복지체계의 평등한 조직구조가 갖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자활사업단에도 시장기업과 유사한 

직급제가 도입되었다. ‘자활도우미’와 ‘전담관리자’가 그 예이다(보건복지부, 2012: 121-123). 자활도우

미는 센터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참여자로, 센터별로 한두 명을 구청에 추천해 선정했다. 자활도우미

는 준(準)실무자처럼 사무실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학력이나 능력에서 상 적으로 괜찮은 수급

자”(실무자6)들인 경우가 많았다. 현장에서 보통 팀장, 실장, 참여자리더로 불리는 전담관리자의 경우

는 참여자가 10명 이상인 사업단에서 1명을 선정할 수 있는데, 이들은 실무자 신 사업현장을 감독

하고 참여자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16명의 참여자 중 4명

이 이러한 전담관리자 다. 참여자리더는 단지 사업경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만은 아니다. 지

역운동단체들은 활동가가 모든 일을 하기보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지도

력’을 세우는 일을 중요시해왔다(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2010). 이 전통이 지역자활센터에도 이어져 

참여자리더를 세워 참여자들이 직접 자활사업단의 운 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정치적 취지도 존재

했다.   

이런 이유들로 사업단 경 의 일부를 맡게 된 참여자리더는 자활급여에 더해 법정 ‘전담관리수

당’(3천원/일)을 더 받았고, 일반기업의 중간관리자와 비슷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F자활

센터 실무자는 간병사업단 참여자들을 병원이나 환자의 가정에 배치할 때 항상 참여자리더인 조혜미

(가명) 팀장의 의견을 먼저 물었다. “팀장님이 참여자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간병사업도 오래 해왔

고”, 해마다 담당 사업단이 바뀌는 실무자들보다 “돌아가는 판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 다

(field-2008.12.03). K자활센터 간병사업단 팀장인 참여자8은 이보다 더 많은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 

간호학을 전공한 참여자8은 수급자를 작업장에 배치하는 일만이 아니라, 수급자의 업무상황을 관리하

고, 간병실무교육도 직접 지도했다. 그녀의 설명처럼, “결재도장을 찍는 일 말고는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체계 내에 직급제의 도입은 일반참여자들의 불만을 사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능력이 

있는 노동자가 승진을 하거나 상사의 신임을 얻는 일은 일반기업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복지체계에서 일부 참여자의 추가수당이나 권한은 차별 우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

서 “(참여자리더는) 우리랑 똑같은 수급자인데 왜 나보다 나은 취급을 받는지”(field-2008.12.03)를 두

고 불만을 품은 참여자들이 많았다. S자활센터 자전거사업단의 팀장인 참여자9도 이러한 공격을 받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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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님들은 1시간에 30분은 얼렁뚱땅이야. 또 30분 일하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일을 잘 하는 

나머지가 메워야 해요. ‘왜 열심히들 안 해요?’하면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해요. ‘니가 뭔 ? 니가 

빵이야? 너도 우리랑 똑같애. 착각하지마.’ (참여자9)  

F센터 조혜미 팀장도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었다. 동료참여자의 근무태도를 나무랐다가 “지가 뭐 

되는 줄 안다며. 실무자에게 아부를 해서 팀장이 되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팀장이 되고 싶어 하

는 다른 참여자들과 싸움이 나기도 했다. 참여자들 사이의 이 같은 알력싸움을 여러 차례 목격해온 

일부 실무자들은 참여자리더십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아래 실무자처럼 참여자리더십을 

“완장문화”와 “파벌문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실무자도 있었다. 

주민들이 완장을 한번 차면 무섭습니다. 살면서 사장소리, 팀장소리 못 들어보고 산 사람들이잖아

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세우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파벌도 형성하고, 시기질투도 하고. 그러니

까 저는 그래요, 함부로 지도력을 세우지 마라. (실무자11) 

그러나 참여자리더십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을 참여자들 사이의 “잡음”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사

실 참여자간 알력다툼은 드러난 현상일 뿐, 이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참여자들을 집단으로 묶어놓

고, 다시 경 효율을 위해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복지체계에 직급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발생한 혼

선이자 ‘마찰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4) 실무자의 역할: 사회복지종사자와 사업경영자 사이의 딜레마

마지막으로 근로연계복지는 실무자의 역할을 ‘사회복지종사자(welfare worker)’와 ‘사업경 자

(business manager)’ 사이에서 방황하게 만든다. Rose(1996)의 용어를 빌리면, 사회복지는 사회정의, 

사회연 , 사회권 같은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추구하는 체계다. 하지만 자활사업의 실무자는 사

업의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인 것(the economic)’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복지 상자에게 “[서비스를] 

줘버리면 끝”(실무자19)인 소위 ‘소비적 복지’와는 달리, ‘생산적 복지’로 불리는 자활사업은 정부가 

재정을 투자한 만큼 “눈에 보이는 실적”(실무자13)을 생산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1) ‘사회복지의 탈을 쓴 사장’의 고충 

자활사업에서 ‘경제적인 것’에 한 강조는 실무자들을 “사회복지의 탈을 쓴 사장”(실무자19)으로 

만들었다. 원칙적으로 “자활근로 참여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2: 30). 그러나 사업단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지 법정 근로시간에만 일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일반기업의 경 자가 수익을 위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처럼, 자활

센터 실무자도 수익창출을 위해 참여자에게 초과노동을 요구하는 등 노동강도를 높여야 했다. 따라서 

아래 실무자의 설명처럼, 참여자들을 “다그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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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고객이 ‘내일 오전 몇 시까지 도시락 120개 갖다 줄 수 있냐’하

면 저녁에 작업을 해야 해요. 그런데 자활근로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을 일부러 세게 할 필요

도 없고요. … 그러니까 실무자가 선생님들을 다그치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불만이 생기고, 저희

랑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실무자2) 

특히 1990년 까지 판자촌에서 빈민들과 “형, 아우로 스스럼없이”(실무자1) 지내왔던 지역공동체운

동 출신의 실무자들에게 참여자들과의 “거리감”은 더 크게 다가왔다. 물론 자활사업 초기에 지역운동

출신 실무자들은 “늦게까지 같이 술을 마시기도”(실무자9)하고, “일을 거들며”(실무자3) 참여자들과 

친해지려 노력하곤 했다. 일례로, 실무자6은 청소사업단이 일하는 중학교로 찾아가 청소를 도왔고, 실

무자3은 집수리사업단에서 “선생님들과 페인트도 칠하고 바닥 붙이는 일을 돕기도” 했다. 그러나 이

러한 도움을 모든 참여자들이 반기는 것은 아니다. “실무자는 관리자고, [실무자와의 관계는] 명백히 

상하관계”(참여자14)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에게 실무자의 도움은 순수한 호의라기보다 “일

을 잘 하나 못하나 보는”(참여자14) 감시처럼 비춰지곤 했다.  

실장님[실무자]이 하라면 그냥 하지, 뭐라고를 못해요. 왜냐면 여기를 다녀야 하니까, 웬만하면 그

냥 참죠. 실장님이 오늘 삼계탕 먹으러 가자고 하면 싫더라도 무조건 간다니까요. 가끔 작업장에도 오

시는데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 일처리가 깨끗이 안 나오면 얼굴에 표가 다 나거든요. 찬바람이 

쌩하면, 다들 눈치 보기에 바빠요. (참여자14)

이렇게 “눈치 보기에 바쁜” 상황에서 실무자가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사회복지실

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주요임무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고 문제해결을 돕는 일이다

(Johnson and Schwartz, 1997). 하지만 준(準)직장이 되어버린 자활사업단의 실무자에게 자기의견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참여자는 드물다. 정치학자 Scott(1990)의 지적처럼, 직장의 하급자는 상급자

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사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그 로 털어놓기보다 적당히 숨기는 편을 

선호한다. 같은 맥락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도 실무자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길 꺼렸다. 예를 들

어, 청소사업단 참여자11은 본인에게 “익숙하고 여자도 많은” 간병사업단에 가고 싶어 했지만, 이를 

실무자에게 말한 적이 없다. “괜히 밑 보 다가 더 안 좋은 곳에 보낼”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두려움은 기우일 수 있지만, 다른 참여자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래 참여자의 

말처럼, 무언가 불만이 생겨도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상책”(참여자1)이라고 여기곤 했다. 따라

서 참여자와 소통을 하려고 해도 시장체계의 “사장처럼” 되어버린 실무자가 사회복지종사자로서 참여

자의 욕구를 제 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게 되어버렸다.  

실무자랑 회의를 해도 실무자는 말해라. 우린 듣고만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암튼 

분위기라는 게 그래요. 내가 예민한 부분만 안 건드리면, 회의가 부드럽게 끝나는데 괜한 불화를 만들

지 않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낫잖아요. (참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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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체계에서 제한된 실무자의 경영권

그러나 실무자가 “사장처럼”되었다고 해서, 시장체계의 일반관리자처럼 완전한 경 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 자는 노동자를 고용·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실무

자는 참여자를 재량으로 선정하거나 함부로 자를 수 없다. 자활참여자는 일반노동자가 아니라 국가로

부터 복지혜택을 받는 수급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과 근로능력에 따라 일단 수급권자

(claimant)로 선정되면, “아무리 실무자 머리를 돌아버리게 하는 사람이라도”(실무자15)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도 갑갑한 거죠. 내가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사장처럼 맘 로 

자를 수도 없잖아요. 계속 독려만 해야 되니까, 사업이 더 힘든 거예요. ‘당신 못하니까 나가!’ ‘당신 

일 잘하게 생겼으니까 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가 났던, 잘났던 같이 해야 되니까. (실무자9)

물론 수급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센터는 수급자를 해당 관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하지만 돌려보

내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구차”(실무자15)하고, 관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완전 구제불

능이 아니면 그 로 안고 가는”(실무자15)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F센터는 도벽이 있는 참여자

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리고”(field-2008.12.03) 있었다. 혹 참여자가 관청으로 돌려보내

진다고 해서 그것이 해고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 참여자는 근로의무를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관청의 취로사업이나 다른 자활센터로 재배치되었다. 역설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의무 때문에 조건부수

급자들은 자활사업에서 “쫓겨날 일이 거의 없는”(참여자12) 것이다. 이렇듯 실무자는 사업경 자의 

의무를 부여받았지만, 기업경 자처럼 고용권, 해고권, (자활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이 정부라는 점에

서) 임금지급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참여자들은 실무자를 “종이호

랑이”라고 얕잡아보는 경우도 있었다.  

종이호랑이죠. 우리 때문에 정부한테 돈 받는 거잖아요. 사무실이 우리를 자를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없으면 사무실이 굴러갈 수 있을 거 같아요? (field-2008.11.25) 

(3) 사업경영과 복지업무의 이중부담 

오히려 자활실무자는 사업경 자의 책무와 함께 복지체계의 사회복지종사자로서의 업무를 추가적

으로 담당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근로연계복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은 실업만이 아니라, 장애, 중독, 

가정문제, 건강문제 등 다차원적 문제(multiple problems)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Dean, MacNeill, 

and Melrose, 2007). 한국의 자활사업 참여자들도 “여러 삶의 무게에 눌린”(실무자5) 사람들이 많다. 

보통 조건부수급자 중 60-70%가 여성으로 그 중 61.8%가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했고, 83.2%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다(강남식·신은주·성정현, 2002). 따라서 여성수급자의 부분은 자녀양육과 생

계를 책임지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앞서 말했듯, 만성질환을 있는 참여자도 25%가 넘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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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알코올 중독, 여성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김안나 외, 2006: 101). 때문에 실무

자는 참여자들의 경제활동(생산 역)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 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참여자

들의 생활전반(재생산 역)을 위해서 일한다. 예를 들어, 알코올중독치료, 가정상담, 자존감 높이기 워

크숍과 같은 복지프로그램들을 진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서비스들을 참여자에게 연결해주는 

임무를 맡아야 하는 것이다. 자활센터에서 사업관리(business management)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실

천기법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주요업무로 주목받게 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홍선미, 

2004; 이문국, 2010). 결국 아래 설명처럼, 자활센터 실무자들은 사업경 자로서의 업무와 전통적인 

사회복지업무를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실무자 일은 세 가지에요. 사업관리, 사례관리, 참여자관리. 그런데 자활센터가 자활이 목적이지, 사

례관리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례관리도 하라고 해요. 그러면 또 해야지. 사업단은 사업단

로 해야지. 그러니까 실무자가 나가떨어지는 거죠. (실무자5)

이러한 복지와 경 의 이중부담은 실무자들을 빨리 소진시키고, 자활센터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실제 자활실무자의 이직률을 살펴보면, 2000년 18.9%, 2001년 24.6%, 2002년 37.2%로 점차 증

가해왔다(이인재·최은미, 2003).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무자의 약 25%가 이직의사가 있는 정도로 이

직가능성은 종전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자활제도에서 기 했던 전망과 현실의 괴리’, ‘자

활참여 주민과의 마찰과 복지마인드의 유지의 어려움’, ‘불명확한 직무내용과 종사자의 역할’로 인해 

실무자들은 낮은 직무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나종문·황진수, 2009: 283). 비슷한 이유로 이직을 고민했

던 아래 실무자의 말처럼, 경제체계와 복지체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무자들은 심한 피곤

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경제와 복지를 합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복지관은 사업이 있으면 그냥 줘버리면 끝이거든

요. 근데 자활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장님도 그래요. 있으면 있을수록 사

람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실무자18)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에서 산발적으로 지적되어온 개별 문제점들을 복지와 노동의 충돌로 인한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① 복지사업과 리사업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딜레

마; ② 자활급여가 복지혜택과 노동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면서 발생하는 딜레마; ③ 자활을 

집단적으로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딜레마; ④ 실무자가 사업경 자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을 담당

하면서 발생하는 딜레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활사업은 시행초기부터 각종 문제들로 인해 끊임없

이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편방안이 꾸준히 제안되어왔지만, 여전히 자활사

업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심지어 자립적립금이나 전담관리자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추가적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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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낳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악순환은 정책입안자나 일선행위자에게 제도적 피로감(policy fatigue)

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문제들은 사실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서로 상충하

는 작동원리를 노동연계복지라는 한 정책 안에 통합하려 하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부작용임을 지적했

다. 이를 통해 정책의 문제들을 현상적 차원에서 분석하기보다는, 보다 본질적 차원에서 문제들의 원

인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림 1>은 본문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연계가 래한 자활사업의 딜 마

이 연구는 시장원리의 도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

에 회의적이다. 정부는 경쟁, 근로유인, 성과평가와 같은 시장원리의 도입이 자활사업의 생산성을 증

진시킨다고 보고, 생산적 복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시장의 경제적 합리성을 자활사업

에 기계적으로 유입시킨다고 해서 자활사업이 생산적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체계는 연 , 정의, 

평등과 같은 윤리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다. 따라서 복지체계의 일부로 출발한 자활사업에 

아무런 비판 없이 새로운 경기규칙인 시장원리를 도입하다 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각종 불협화음

과 마찰을 낳으면서 오히려 의도했던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반 로 현재의 자활사업의 틀에서는 복지체계의 가치인 연 , 평등, 공동체를 고수하는 진

보진 의 방식이 온전한 안이 될 수도 없다. 평등한 급여와 직위가 참여자의 노동의욕을 약화시키

고, 공동체 중심의 사업운 이 개인의 자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순수한 복지체계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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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현재 자활사업은 시장체계에 완전히 편입되지

도 못하고, 복지체계로 다시 귀환하지도 못한 채 중간지 를 배회하면서 두 체계의 벽에 이리저리 부

딪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유인을 조금 더 도입한다거나, 연 사업을 통해 자활사업의 

공동체성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제는 현상적 문제들에 한 응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바로 근로연계복

지가 추구해야할 근본원리와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공행정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와 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해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맺는 복지혼합(welfare mix)으로 인해, 사회에 혼종성(hybridity)을 지닌 조직과 제도가 점차 증가하

고 있다(Billis, 2010). 근로연계복지, 바우처 서비스, 사회적 기업이 그런 예이다. 이 같은 혼종적 역

은 기존의 복지체계나 시장체계로 온전히 분류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새로운 부분체계로 분화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현재 각계에서 타진되고 있는 자활지원법이 제정되어 자활사업이 사회

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된다면, 이런 분화는 한 단계 더 진척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 복지와 시장이 융합된 자활사업과 같은 혼종적 역을 관할할 최종적인 합리성이 무엇인지, 전통

적 복지체계처럼 윤리적 합리성을 따를지, 시장체계처럼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할지, 아니면 새로운 합

리성이 필요한지에 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관

된 기준 없이 복지원리와 시장원리를 임의적으로 차용하면서 상황을 무마해왔던 것이다. 이제 자활사

업의 역사는 10년이 훨씬 넘었다. 이제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던”(실무자12) 자활사업에 판단

의 준거이자 닻이 되어줄 작동원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점검해볼 시점이 아

닌가 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사업의 목표, 급여의 성격, 정책의 상, 실무자의 역할에 한 재규정

과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도적으로 분리된다고 해도, 

여전히 시장과 복지의 회색지 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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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sion between Welfare and Work in a South Korean 

Welfare-to-Work Program  

Kim, Su-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fundamental dilemmas of welfare-to-work 

programs, which aim to introduce labor market principles to the welfare system.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of a South Korean welfare-to-work program (the 

self-sufficiency program),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various institutional 

problems are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such welfare-to-work programs 

because they have tried to combine two contradictory values and principles of 

the labor market system 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one policy. The analysis 

of the collisions between social welfare and market labor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suggests that not only institutional reforms, but also profound debates 

on the values and principles underlying welfare-to-work programs are necessary 

to solve the phenomenal conflicts and problems with such programs.

Key words: Self-Sufficiency Program; Welfare-to-Work; Labour Market; Social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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