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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실제를 보여주는 데에 있다. 이에, 

한 재독한인노동이주자의 인터뷰를 사례로 하여 생애사적 데이터의 연속적 분석, 텍스트분석과 주제적 

영역분석, 체험된 생애사의 재구성과 연속적 세밀분석,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의 비교 분석

의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

뷰 분석의 실제를 보여주었다. 이어, 이러한 연구가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와 사회복지실천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생애사 연구, 노동이주자, 재독한인남성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시카고학파의 Thomas와 Znaniecki가 1918년부터 1921년까지 “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라는 폴란드 이주농업노동자에 한 생애사 연구를 총 5권으로 출판한 이후, 생애사 연구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주요한 사회연구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Breckner, 2009; 

Rosenthal, 2011). 그러나 국내의 생애사 연구는 1990년  초반에 이르러서야 역사학과 인류학, 사회

학 등의 인접 사회과학 분야1)에서 이루어졌고(이희 , 2005: 122),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이보다 더 

 * 이 논문은 2013년도 경남 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역사학 분야에서는 유철인과 이용기를, 인류학 분야에서는 함한희와 윤택림을, 그리고 사회학 분야
에서는 박재홍과 김귀옥, 이희  등을 표적인 생애사 연구자들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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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2000년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내의 생애사 연구는 학문 분야 간 연구 시점

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태동기2)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겠다. 이중,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의 태동기적 속성은 질적 연구 전반에 한 사회복지학계의 무

관심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생애사 연구의 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생애사 연구

에 적용된 주요 접근 방법은 내러티브 분석 방법인 반면, 제시된 주요 연구 결과는 내러티브 분석 결

과보다는 내용분석 결과에 치우친 경향, 즉 접근 방법과 연구 결과 간 불일치가 나타나는 연구 상황, 

그리고 분석 방법에 한 구체적인 소개가 Schütze의 내러티브 인터뷰 분석 방법 이외에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연구 상황과도 더욱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애사 연구의 내적인 문제

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 논문들을 보면, Schütze의 내러티브 인터뷰 분석 방법(이효

선, 2006; 2007a; 2007b; 양 자, 2008; 2009a; 2011a; 2012a), Rosenthal(양 자, 2009b) 및 

Rosenthal과 Fischer-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양 자, 2011b; 2012b)에 따라 

접근한 논문들이 다수에 해당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Schütze의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 Lamnek의 질

적 인터뷰 분석 방법(양 자, 2007), Mayring의 ‘내용분석(Inhaltsanalyse)’ 방법(양 자, 2010), 

Lieblich 외의 범주적 내용분석 방법(박은주, 2011),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

(양 자, 2011c) 을 혼용한 논문들도 상당수에 이르러, Schütze의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내러티

브 분석 방법이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 논문들의 주요 접근 방법이 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

다. 그 외, Lieblich 외의 범주적 내용분석 방법(이근무․김진숙, 2009), Mandelbaum의 개념틀에 따른 

분석 방법(김 숙․이근무, 2008; 이혜경․신희정, 2011), Lieblich 외의 통합적 내용분석 방법과 

Mandelbaum의 개념틀에 따른 분석 방법을 혼용한 방법(엄명용, 2010), Denzin의 범주적 내용분석 방

법(김소진, 2009) 등이 적지 않은 논문들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에 따른 

논문들도 Schütze나 Rosenthal, 혹은 Rosenthal과 Fischer-Rosenthal의 내러티브 인터뷰 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한 논문들보다는 적어, 이러한 논문들까지 고려해도 내러티브 인터뷰 분석 방법이 사회복지

학 분야 생애사 연구의 주요 접근 방법이라는 사실에는 별다른 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접근 방법에 해서는 불분명하게 언급한 채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논문들

(강유진․한경혜, 2002; 박기남, 2004; 한경혜, 2004; 양정빈․김소진, 2011)까지 감안하면, 이러한 내

러티브 인터뷰 분석 방법에의 집중은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의 한 현상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

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의 집중 현상은 현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가 Schütze의 

분석 방법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이지만, 생애사의 특성인 주관

2) 사회복지학 분야 질적 연구는 1990년  후반에 이르러 주로 근거이론이나 현상학적 접근 방법에 따
라 이루어졌는데(강철희․김미옥, 2003; 김인숙, 2007: 287), 이러한 질적 연구는 아직 태동기에 머
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김인숙, 2007: 281) 있다. 따라서 근거이론이나 현상학적 접근에 의한 
질적 연구들보다 뒤늦게 이루어진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도 다른 질적 접근에 의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태동기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시작 시점이 다소 앞선 
타 인접 학문 분야 생애사 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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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subjectivity)이나 시간성(temporality)은 물론 이야기성(narrativity)3)에도 주목하는 내러티브 분

석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Schütze와 Rosenthal, 그리고 Rosenthal과 Fischer-Rosenthal 이외의 분석 방법들은 접근 

방법의 명칭은 다르다 할지라도, 범주 위주로 접근하는 내용분석 방법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분석 방법은 주관성과 시간성에는 주목하지만 이야기성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접근하는 바, 

내러티브 분석 방법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사회복지

학 분야 생애사 연구에서는 Schütze의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 분석 방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고, 그 이외 몇 가지의 내용분석 방법이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비 칭적인 양분화가 접근 방법

상의 특징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시된 생애사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처럼 내러티브 분석이 주요 접근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구도와는 상당히 다르게, 오히려 내용

분석에 치우친 구도가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법과 연구 결과 간 불

일치는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한 생애사 연구들의 경우에도, 일부는 내러티브 분석적 결과

보다는 오히려 내용 분석적 성격이 보다 더 강한 결과를 제시한 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포착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법과 연구 결과 간 불일치는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가 아직 태동기

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과도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가 태동기에 머물러있는 점은, 분석 방법에 한 구체적인 소개

가 특정 방법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연구 상황과도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 , Schütze의 분석 방법이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질적 연구 -이론과 실제-라는 서적(이효

선, 2005)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어, 내러티브 생애사 연구에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한 반

면, Rosenthal의 분석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어4),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에의 

적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Rosenthal의 분석 방법은 Schütze로 표되는 생애사텍스트 분석 방법이 ‘이야기(Narration)’와 ‘현실

(Wirklichkeit)’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는 않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고(양 자, 2011b; Rosenthal, 

3) 주관성은 행동이나 경험을 행위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해하는 생애사 연구 방법의 특
성을, 시간성은 생애사가 단순히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과거에 한 해석이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해주며, 나아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과정을 통해 생애사주체의 미래
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생애사의 특성을, 그리고 이야기성은 
과거의 생활경험을 현재 시점에서 기억을 통해 이야기하는 생애사의 특성(유철인, 1994; 1998; 양
자, 2011b)을 말한다.

4)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을 소개한 연구가 사회복지학 분야에 전무하지는 않
다. 예컨 , 양 자(2011b)는 이러한 분석 방법을 남성노인의 생애사 사례를 통해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분석 사례로 활용한 생애사가 갖고 있는 특징인 생애사적 관점과 조절메커니
즘의 차이가 생애사적 자기평가와 생애사적 실재성 간의 차이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야기적 진실성
과 사실적 진실성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러한 생애사적 관점과 조절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생애사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하 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생애사 사례 재구성이 주
목적이고 Rosenthal의 분석 방법에 한 소개는 부차적인 목적에 그쳤던 바, 분석 방법에 한 소개
는 첫째 단계와 넷째 단계만을 보여주는 데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5 단계로 이루어진 분
석 절차 모두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데에는 한계성을 노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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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011), ‘이야기적 진실성(narrative truth)’과 ‘사실적 진실성(factual truth)’과의 상호관계성 속

에서 '실재성(Realität)'을 해명하고자 한 분석 방법인 바, 주관성과 시간성은 물론 이야기성까지도 분

석하는 생애사 연구에 매우 적합한 분석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Rosenthal의 

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한 연구는, 접근 방법과 연구 결과 간 불일치 현상이 두드러진 현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 상황에서 매우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가 태동기적 속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

근 방법과 연구 결과 간 불일치 현상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Schütze 이외의 내러티브 분

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연구가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

터뷰 분석 방법에 따라 한 재독한인노동이주자의 인터뷰를 사례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접근 방법과 

연구 결과가 일치한 내러티브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러한 분석 절차 자체를 내러티브-생애사 인터

뷰 분석의 실제로서 보여주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실제를 한 재독한인노동이주자

의 인터뷰를 사례로 하여 보여주는 데에 있다. 그럼으로써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

석 방법에 의한 연구가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와 사회복지실천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하고

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는 접근 방법적 측면에서는,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한 경우,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 내용분석 방법을 혼용하여 접근한 경우,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한 경우, 그

리고 일반적인 질적 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한 경우 등 네 갈래로 나뉘는데, 제시된 결과들에 따라 분

류할 때에는,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 따른 경우와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한 경우로 양분화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첫째,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한 연구들(이효선, 2006; 2007a; 2007b; 양 자, 2008; 

2009a; 2009b; 2011a: 2011b; 2011c; 2012a; 2012b)의 경우이다. 이러한 연구들에는 Schütze의 내러

티브 인터뷰 분석 방법을 적용한 논문들(이효선, 2006; 2007a; 2007b; 양 자, 2008; 2009a; 2011a; 

2012a), Rosenthal(양 자, 2009b) 및 Rosenthal과 Fischer-Rosenthal(양 자, 2011b; 2012b)의 내러티

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을 적용한 논문들, 그리고 Schütze와 Rosenthal의 분석 방법을 혼용한 논

문(양 자, 2011c)이 해당된다. 이중, 다수의 논문들(이효선, 2006; 2007a; 2007b; 양 자, 2009b; 

2011b; 2012b)은 인터뷰텍스트 속에서 생애사주체의 체험들에 한 주관적인 의미부여 및 그 체험들

이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적인 연관관계성 속에서 의미하는 점은 물론, 인터뷰텍스트의 

구조까지도 분석함으로써 주관성과 시간성, 이야기성에도 주목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나머지 적지 않은 논문들(양 자, 2008; 2009a; 2011a; 2011c; 2012a)은 내러티브 분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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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접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텍스트의 구조에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주관성과 시간성

에 집중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는 경향이 다소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한 연구들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논문들은 내러티브적 특성보다는 내용분석적 특성이 다소 

더 강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내러티브 분석 방법과 내용 분석 방법을 혼용한 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한 연구들의 경우이다. 

이러한 연구들에는 Schütze의 분석 방법에 Lamnek의 질적 인터뷰 분석 방법(양 자, 2007), Mayring

의 내용분석 방법(양 자, 2010), 그리고 Lieblich 외의 범주적 내용분석 방법(박은주, 2011)을 혼용한 

논문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논문들은 Schütze의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 각기 다른 내용분석 방법을 혼

용한 경우인데, 첫 번째 일부의 논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관성과 시간성에는 주목했으나 이야기성

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음에 따라, 내용분석적 특성이 보다 더 강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셋째,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한 연구들의 경우이다. 이러한 연구들에는 Lieblich 외의 범주적 

내용분석 방법(이근무․김진숙, 2009), Mandelbaum의 개념틀에 따른 분석 방법(김 숙ㆍ이근무, 

2008; 이혜경․신희정, 2011), Lieblich 외의 통합적 내용분석 방법과 Mandelbaum의 개념틀에 따른 

분석 방법을 혼용한 방법(엄명용, 2010), Denzin의 범주적 내용분석 방법(김소진, 2009)을 적용한 논

문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논문들은 범주적 내용분석 방법이나 몇 가지 개념틀을 적용한 경우이고, 혹

은 이러한 개념틀에 통합적 내용분석 방법을 혼용한 경우인데, 접근 방법의 몇 가지 다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범주적 내용분석이 압도하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범주적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한 논문들도 주관성과 시간성에는 주목했지만, 이야기성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못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한 문제점을 노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일반적인 질적 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한 연구들(강유진ㆍ한경혜, 2002; 박기남, 2004; 한경혜, 

2004; 양정빈․김소진, 2011)의 경우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해당되는 논문들에서는 특정 분석 방법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위의 세 번째 경우의 논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주적 내용분석의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 주관성과 시간성에는 주목했지만 이야기성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못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한 동일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의 경향은 Schütze를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 분석 방법이 주요 

접근 방법이 되고 있고, 그 이외 몇 가지의 내용분석 방법에 따른 접근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구도인 비 칭적인 양분화가 접근 방법상의 특징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제시

된 생애사 연구 결과는 오히려 내용분석에 치우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법과 연구 결과 간 불일치가 두드러진 현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 상황에서는,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하여 이에 상응하는 내러티브 연구 결과를 제시하

는 연구들이 매우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분석에는 매우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그 구체적인 분석 절차

는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아직 제 로 소개되지 않고 있는 방법인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

뷰 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하여, 한 재독한인노동이주자의 인터뷰를 사례로 하여 분석하고,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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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에 상응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3.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론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은 Schütze의 ‘텍스트분석(Textanalyse)’, Oevermann 외의 ‘구조

적 해석학(strukturale Hermeneutik)’ 그리고 Fischer의 ‘주제적 역분석(thematische Feldanalye)’을 

결합시켜 Rosenthal이 고안한 것으로, ‘재구성적(rekonstruktiv)’ 절차와 ‘연속적(sequenziell)’ 절차에 

따른 분석 및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특징적인 방법(Rosenthal, 

2011: 186)이다.

1)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기본 원칙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은 ‘생애사주체(Biograph)’의 ‘현재적 관점(Gegenwart-

sperspektive)’은 물론 ‘과거적 관점(Vergangenheitsperspektive)’까지도 해명하는 생애사 분석이 필요

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생애사를 '이야기된 생애사(erzählte Lebensgeschichte)'와 ‘체험된 생

애사(erlebte Lebensgeschichte)'로 구분하여, 재구성적 절차와 연속적 절차에 따라 ‘변증법적인 관계

성(dialektisches Verhältnis)’ 속에서 분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방법(Rosenthal, 2011: 186)이다. 

그리고 이때의 재구성적 절차란 개별 인터뷰텍스트 각 부분들이 지니는 의미를 ‘인터뷰텍스트 전체와 

관련(Gesamtzusammenhang des Interviewtextes)’시켜 해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재구성

적 절차는 개별 인터뷰텍스트 각 부분에 ‘선 정의된(vorab definiert)’ 범주를 부여하며 접근하는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Inhaltsanalyse)’ 절차와도 차이가 난다. 또한 연속적 절차란 개별 인터뷰텍스트 

각 부분들을 인터뷰텍스트가 이루어진 연속적 형태에 따라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한 줄, 한 줄 연

속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Rosenthal, 1995: 208-211). 따라서 이러한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은 이야기된 생애사의 시간적 구조와 체험된 생애사의 시간적 구조를 연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해석학의 분석 절차에 따라 이야기된 생애사의 텍스트 각 부분

들을 연속적으로 ‘세 분석(Feinanalyse)’하고, ‘주제적 역분석(thematische Feldanalyse)’ 절차에 따

라 그 이야기된 생애사의 텍스트 전체가 어떻게 하여 ‘다름 아닌(nicht anders)' 바로 ‘그렇게(so)' 형

성된 것인지, 이야기된 생애사의 텍스트 전체를 그 이야기된 생애사의 구조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은 이야기된 생애사 텍스트 각 부분들의 생애사

적 경험들이 어떻게 체험된 생애사에서 연 기적으로 층화된 것인지, 그 체험된 생애사의 구조도 분

석해야 한다는 것까지 포괄한다. 다시 말해,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은 현재적 관점의 생애사가 

어떠한 생애사적 상호관련성 속에서 생성된 것인지, 그 ‘발생기원(Genese)’을 해독(entschlüsseln)함으

로써, 궁극적으로는 체험된 생애사가 어떠한 생애사적 상호관련성 속에서 생성된 것인지, 그 발생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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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명하는(klären)5) 접근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된 생애사는 이야기된 생애사와의 변

증법적인 관계성 속에서 해독된, 주제와 시간이 직조된 생애사로서, 체험들이 시간 순서상으로 배열된 

연 기적 생애사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처럼 양 생애사를 변증법적인 관계성 속에서 

분석한다는 것은 과거에서 체험한 것들이 내포한 생애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서술한 

‘자기프레젠테이션(Selbstpräsentation)’이 내포한 생애사적 의미까지도 상호 관련시켜 해독한다는 것

을 의미(Rosenthal, 2011: 186-187)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은 ‘귀추적 절차

(abduktives Verfahren)’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귀추적 절차는 질적 연구에서 흔히 적용하는 

‘귀납적 절차(induktives Verfahren)’와도 차이가 난다. 즉, 질적 연구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귀납적 

절차는 마치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사설탐정이 살인자를 탐색해가는 과정처럼 먼저 주어진 자료 속에

서 가설을 도출한 다음, 이러한 가설을 증명해줄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가는 방법이라면, 내러티브-생

애사 인터뷰 분석에 적용하는 귀추적 절차는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팩트들로부터 출발하여 그 팩트들

이 의미하는 가능한 모든 ‘독법들(Lesarten)'을 정립함으로써, 가장 마지막에는 궁극적인 독법을 밝혀

내고자 하는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귀추법은 ‘가설정립(Hypothesengewinnung)’에는 물론 ‘가설테스

트(Hypothesentest)’에도 적합한 방법으로서, 가설을 세우고 이에 한 증거를 찾는 귀납법 및 일반적

인 가정이나 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설을 도출하는 ‘연역법(Deduktion)’과도 다르다(Rosenthal, 

1995: 211-213; 2011: 57-61). 요컨 ,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은 현재적 관점에서 이야기

된 생애사 및 과거적 관점에서 체험된 생애사가 어떻게 하여 다름 아닌 바로 그러한 구조와 주제적 

역들로 생성된 것인지, 그 발생기원을 전 생애사적 관련성 속에서 해독하고 설명하는 분석 방법으

로서, 이를 위해 생애사를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로 구분하여 재구성적 절차와 연속적 절

차에 따라 귀추적으로 접근하는 분석 방법인 것이다.

2)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절차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은 다음의 5단계(Rosenthal, 1995: 215-226; 2011: 

186-211)로 이루어진다.

첫째, ‘생애사적 데이터의 연속적 분석(sequenzielle Analyse der biographischen Daten)'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생애사주체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과는 거의 연결되지 않은 객관적 혹은 생애사적 데

이터, 예컨  출생, 형제자매의 수, 교육과 관련한 데이터, 가정설립이나 해체, 주거지 변경, 발병, 이

주 등과 같은 사건들에 한 데이터를 그 사건들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이후 이러한 

생애사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가능한 ‘가설들(Hypothesen)’과 ‘ 항가설들(Gegenhypothesen)' 그리고 

5)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에서 사용하는 설명은 ‘이해(Verstehen)’와 함께 Weber가 사용한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해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미, 즉 행위자의 상황해석과 행위의도를 밝히
는 개념으로서 사용된 것이라면, 설명은 이러한 이해의 토  위에서 행위자의 행위와 그 행위의 결
과를 다른 행위자들의 행위와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해명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된 것이다(Rosenthal, 

2002; 134; 2011: 178).



278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제 1 호

이러한 가설들에 이어질 수 있는 ’후속가설들(Folgehypothesen)'을 세운다.

둘째, ‘텍스트분석과 주제적 역분석(Text- und thematische Feldanalyse)'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는 현재의 관점에서 서술된 생애사적 이야기가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 그 이야기가 형성된 발생기원

을 분석한다. 이러한 발생기원은 생애사주체가 의식적으로 의도했든 아니면 잠재적으로 조절했든, 무

엇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다름 아닌 바로 그렇게 서술한 것인지, 그 이야기가 형성된 발생기원을 생

애사적 자기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 연관관계성 속에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야기된 생

애사는 각 부분들이 임의 로 연관성 없이 집적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호 연결되어 있

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주제(Themen)’는 특정 순간에 연구자의 주목을 끄는 ‘그것(das)'으로 한 

특정한 주제적 역에 포함되며, ‘주제적 역(thematische Felder)’은 주제와 함께 표명된 것들의 총

체로서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경험된 것들이고 그 지평의 배후를 형성하는 것들이다. 즉, 주제는 주제

적 역을, 그리고 주제적 역은 주제를 결정하는 상호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는 결합인 것이다. 

셋째, ‘체험된 생애사의 재구성과 연속적 세  분석(Rekonstruktionen der erlebten Lebensge-

schichte und sequenzielle Feinanalyse)'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특정 과거의 체험이 지니는 생애사

적 의미, 그리고 체험된 생애사의 연속적 구조와 그 구조의 시간적 형태를 분석한다. 따라서 이를 위

해 첫 단계에서 분석한 생애사적 데이터를 생애사주체가 진술한 내용과 조시켜 분석함으로써, 두 

번째 단계에서 분석한 질문 즉,무엇 때문에 생애사주체가 인터뷰 시점인 현재, 이것을 다름 아닌 그렇

게 표명했던 것인지 각 체험이 이루어졌던 과거 속으로 들어가 당시의 흔적들을 분석한다.

넷째,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의 비교 분석(Vergleich von erzählter und erlebter 

Lebensgeschichte)'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양 생애사 간의 차이 즉, 과거관점과 현재관점 간의 차

이 및 이러한 차이와 결부된 양 생애사 간의 ‘시간성(Temporalität)'의 차이와 ‘주제적 중요도

(thematische Relevanzen)’의 차이를 분석한다. 따라서, 이때에는 양 생애사를 조시킴으로써 이야기

된 것들과 체험된 것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에는 어떠한 규칙 즉, ‘사례구조

(Fallstruktur)’6)가 내재되어 있는지 발견하는 분석을 한다.

다섯째, ‘유형형성(Typenbildung)’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한 사례에 기초하여 하나의 유형을 

정의한다. 즉, 앞서의 단계를 통해 재구성한 하나의 사례에 근거하여 생애사주체의 진술을 전 생애사

적인 관계성 속에서 관찰함으로써, 그 진술의 발생기원적 과정의 규칙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는 진행

과정 유형은 무엇이고, 그 유형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정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은 

여러 사례들을 극소비교와 극 비교의 절차를 통해 조시킴으로써, 개별적인 각 사례들이 지닌 특성

들 간의 공통적인 점과 특수적인 점을 도출하는 분석 과정에서 형성한다7).

6) 사례구조는 사례를 관통하는 구술의 ‘규칙성(Regelhaftigkeit)’을 일컫는 개념(Oevermann et al., 

1979; Rosenthal, 1995: 209)으로서, 이러한 규칙성은 개인화된 교육과정에 기초해 형성된 구술자의 
'자기논리적 틀(eigenlogische Muster)'(Oevermann, 2000: 123)이다.

7) 따라서 개별 사례만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다섯째 단계에 한 구체적인 소개는 생략되어 있다.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실제  279

연도
(연령)

생애사적 데이터 이주사적 데이터

45
(0)11)

⋅집배원이었던 부와 전업주부였던 모 
사이에서 서울에서 출생 

⋅3남 1녀 중 차남(여동생1, 남동생1)
50-53
(5-8)

⋅집배원이었던 부의 근무지(서천, 장
항, 군산)에서의 피난생활

59
(14)

⋅위암으로 인한 모의 사망(중 1) 
⋅이탈리아 노동이주자와의 고용계약
(1955)

60
(15)

⋅모의 사후 1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서의 부의 16세 연하 여성과의 재혼
(이복 남동생1, 이복 여동생2)

⋅해외이주법 제정(1962. 3. 9)
⋅광부 파독 개시(1963)12), 간호사 파독 

개시(1966)13)

64(19) ⋅고등학교 졸업, B공대 합격, 입학 포기

67-70
(22-25)

⋅군 입대(김신조 무장간첩 침투 사건으
로 6개월 연장근무 후 32개월 만에 제
대)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인한 독
일 외국 노동이주자 감소(1966-1967)

⋅김신조 무장간첩 침투 사건(1968. 1. 21)
70
(25)

⋅3월 제대 후 파독광부 지원, 6월 1일 
독일 도착

72
(27)

⋅3개월간의 막장 근무 후 이루어진 부
서 이동 

⋅계약 만료 6개월 전(12월)의 파독간호
사와의 결혼

73-80
(28-35)

⋅철강회사 근무(7년)
⋅아들 출생(1974)

⋅외국노동자 고용 중단(Anwerbestop, 
1973)

<표 1>  재독한인노동이주자 A씨의 생애사  데이터

4.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실제8): 재독한인노동이주자의 인터뷰 사례

1) 생애사적 데이터의 연속적 분석

재독한인노동이주자 A씨9)의 주요 생애사적 데이터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러한 생애사적 데

이터는 A씨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내용과는 거의 연결되지 않은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노동이주자의 

생애사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주사적 데이터10)도 포함된다.

8)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절차 전 과정을 한 논문의 틀 속에서 모두 보여주는 것은 제한된 지
면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요 과정의 핵심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아울
러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Rosenthal 교수의 강좌인 독일 괴팅겐 학교 2012년 겨울학기 워크숍과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것으로, 피드백과정을 거쳐 수정된 것임도 밝힌다.

9) 이하에서는 A씨라는 익명화된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A씨와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는 2012년 8
월 하순 경, A씨의 독일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10) 이주국사회 독일과 관련한 이주사적 데이터는 ‘Treibel(2011)’의 서적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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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컨셉(Rotations-Konzept)에 의한 
귀환 전제 외국인 고용 

⋅외국인노동이주자 수(1973년 260만)
75-83
(30-38)

⋅거주 지역 초대 한인가톨릭교회공동
체 회장(8년)

78(33)
⋅딸 출생(1978)
⋅귀국 시도

⋅1979년 외국인 수(410만), 외국인노
동이주자 수(190만): 외국인노동이주
자와 그 가족의 정착 공고화 

⋅담론: 통합
80(35) ⋅간호학교 입학 및 8개월 만의 자퇴
81-82
(36-37)

⋅발전공사장 현장 작업(1년 반)

82-84
(37-39)

⋅기계설비 재교육 과정 이수
⋅실업수당 수령(1.100 마르크 정도)

⋅외국인귀환촉진법(1983)
⋅외국인노동이주자(1984, 160만)

84-86
(39-41)

⋅기계설비 재교육 후 철강회사 입사(2년) ⋅1980년대 담론: 다문화사회, 이중국적

86-88
(41-43)

⋅자영업 종사(거주지와 다른 대도시에
서 4인의 합자로 식료품, 여행, 보험
회사 운영, 4년)

88(43)
⋅거주지에서 아시아 식료품점 운영(4
년)

⋅1960-1990년 독일 유입 외국이주자
(1,600만)-유출 외국이주자(1.200만)=
잔류 외국이주자(400만)

89-95
(44-50)

⋅철강회사 입사, 부도로 퇴사(6년) 
⋅실업수당 수령

⋅1989년에 동방이주자(Aussiedler) 35
만, 동독이주자(Übersiedler)14) 34만 
독일 유입 

⋅통독(1990)
95-99
(50-54)

⋅노인수발사15)로서 재가복지업무 활
동(5-6년)

⋅1990년대 담론: 상호인정에 기반을 
둔 간문화 사회

99-01
(54-56)

⋅2년간 질병휴가 후 퇴직(2001)
⋅부의 사망

⋅IMF 경제위기(1997)
⋅유로화 유통(2002)

07-09
(62-64)

⋅거주 지역 한인가톨릭교회공동체 회
장 활동

11(66)
⋅한국 방문시 부의 비문이 이복동생
과 그 아들의 이름만 기재된 비문으
로 변경된 것을 목격

그리고 위의 생애사적 데이터에 기초해 설정한 가설들과 항가설들, 이러한 가설들에 이어질 수 

11) 연령은 만으로 계산한 것이다.

12) 1963년 12월부터 1977년까지 총 7,936명이 광부로 파독되었다(나혜심, 2009: 262).

13)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032명이 간호사로 파독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간호학생으로 파독된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의 파독 간호사 수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나혜심, 

2009: 262).

14) 동방이주자들은 구소련,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 동독 이외의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서독으로 이
주한 독일계 이주자들을, 그리고 동독이주자들은 동독 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 이주한 독일인들을 
일컫는 개념(Treibel, 2011)이다.

15) 우리의 요양보호사에 해당되는 인력으로, 요양이 아닌 수발 개념을 사용하는 독일의 공식 명칭인 
‘노인수발사(Altenpfleger)’를 그 로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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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령)

생애사적 데이터 및 가설, 대항가설, 후속가설

45
(0)

1. 집배원이었던 부와 전업주부였던 모 사이에서 서울에서 출생 ⁃3남 1녀 중 차남(여동생
1, 남동생1)

  1) 집배원이었던 부가 저봉급생활자였기 때
문에 동시대인들이 집합적으로 경험해야 했
던 수준의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임16)

→17)1.1)장남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차남인 자
신에게도 가족부양에 대한 분담이 기대되는 
환경 속에서 성장과정을 거쳤을 것임

  1.1)↔18)차남이기 때문에 가족부양에 대한 
분담이 기대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성장과
정을 거쳤을 것임.

50-53
(5-8)  

2. 집배원이었던 부의 근무지(서천, 장항, 군산)에서의 피난생활

59
(14)

3. 위암으로 인한 모의 사망(중 1)

  1) 모의 죽음으로 청소년기를 방황하며 보
냈을 것임→1.1)가정과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
혔을 것임. 

  1)↔모의 이른 죽음이 오히려 학교와 가
정에서 모범생이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
을 것임→1.1)학교나 가정에서 모범생으로
서 인정을 받았을 것임.

60
(15)

4. 모의 사후 1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서의 부의 16세 연하 여성과의 재혼(이복남동생1, 이
복여동생 2)

  4.1) 고인이 된 모에 대한 연민과 부에 대
한 배신감으로 재혼한 부와 계모에 대해 반
감을 가졌을 것임→부모와의 갈등이 점점 악
화되었을 것임→이하는 3의 1.1) 후속가설과 
동일함. 

  4.1)↔고인이 된 모에 대한 연민과 부에 
대한 배신감은 있었으나 학생으로서의 본
분은 지키며 생활했을 것임→이하는 대항
가설 3의 1.1) 후속가설과 동일함. 

6
(19)

5. 고등학교 졸업, B공대 합격, 입학 포기

  1)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입학을 포기했을 것임→1.1)하고 싶은 
공부를 못 다한 절망감으로 부모에 대한 원
망도 컸을 것임.

  1.1)↔하고 싶은 공부를 못다한 절망감은 
컸으나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것임. 

 67-70
(22-25)  

6.군 입대(김신조 무장간첩 침투 사건으로 6개월 연장근무 후 32개월 만에 제대)

70
(25)

7.3월 제대 후 파독광부 지원, 6월 1일 독일 도착

  1) 제대 후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파독광부 모집에 지원을 했을 것임→경쟁
률이 높아 걱정했으나 무사히 합격하여 신속한 절차를 거쳐 독일에 갈 수 있었을 
것임→해외이주법(1962)이 제정되고 광부가 파독(1963)된지도 일정 기간이 지난 시
기였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갖춘 상태에서 이주했을 것임.

1 ) 대
항 가
설 
없음. 

72
(27)

  8.3개월간의 막장 근무 후 이루어진 부서 이동, 계약 만료 6개월 전(12월)의 파독간호사
와의 결혼

  1) 3개월 만에 막장근무가 종결될 만큼 체
력이 약한 광산노동자였기 때문에, 직장동료

1.1) ↔때문에 광산일이 더욱 힘들게 느껴져 
귀국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생활을 했을 

<표 2>  생애사  데이터  이에 기 한 가설들

있는 후속가설들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가설들은 A씨가 구술하게 될 내용들과

는 무관하게 설정된 것으로, A씨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미리 그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다음

의 분석 단계에서 이야기된 생애사에 해 성급한 단정을 내리는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

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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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나 상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갈등
을 겪었을 것임→1.1)상실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했지만, 광산일이 버
거워 계약 만료 이후까지 지속할 엄두는 못
냈을 것임→1.1.1)그러나 귀국 계획을 세워도 
마땅히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독일에 
남을 방법을 모색했을 것임→1.1.1.1)그렇지만 
광산에서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류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
려움에 직면했을 것임. 
  2)이러한 상황에서 체류연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인 간호사와 결혼하는 
것이었을 것임→2.1)때문에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부터 한인 간호사와 결혼하는 방법을 강
구했는데, 특히 외국노동자 고용이 중단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어서 이러한 방법
의 체류연장은 현실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었
을 것임→2.1.1)사랑보다는 계약적 성격이 강
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것임.

것임→이하는 8의 1.1.1) 후속가설과 동일함. 
  2)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났는데, 바로 이 
여성이 한인 간호사였고, 자연스럽게 교제
를 이어가다보니 결혼에까지도 이르렀을 것
임→2.1)이미 체류허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
었던 아내 덕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에도 별 어려움 없이 체류연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임→2.1.1)아내를 사랑하는 데다 
순조롭게 체류연장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까지 더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했을 것임.

73-80
(28-35)

9. 철강회사 근무(7년), 아들 출생(1974)

  1) 철강회사 생활은 지하를 벗어난 생활이었기 때문에, 광산생활에 비해 만족스
러워 했을 것임→1.1)더욱이 외국노동자 고용이 중단되는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었
기 때문에 외국노동자로서 직장에 갖는 소중함은 더욱 커졌을 것임→1.1.1.)이러한 
상황에서 아들까지 출생하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져 더욱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임.

1) 대
항 가
설 없
음.

75-83
(30-38) 

10. 거주지역 초대 한인가톨릭교회공동체 회장(8년)

  1) 직장생활에 집중된 삶을 보완하기 위해 종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종교단체 회
장직까지 수행했을 것임→1.1)이를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했을 것임.

1 ) 대
항 가
설 없
음. 

78
(33)

11. 딸 출생(1978), 귀국 시도

  1) 아들에 이어 딸까지 출생한 데다 외국
인에 대한 통합 담론이 형성되는 사회 분위기
였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정착보다는 영구귀
국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온 가족이 한국에 
들어와 새로운 생활을 시도해 보았을 것임.

  1) 대항가설 없음. 
→1.1)19)그러나 막상 한국생활을 하려고 보
니 준비 부족으로 직장 등 재적응의 문제가 
발생했을 것임→1.1.1)따라서 계획을 철회하
고 다시 독일에 돌아갔을 것임.

80
(35)

12. 간호학교 입학 및 8개월 만의 자퇴

  1) 철강직으로부터 간호직으로 이직을 시
도한 것은 광산직처럼 철강직도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간호사인 아내가 롤모델
이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임.

  1) 대항가설 없음.
→1.1) 그러나 간호학교를 8개월 만에 그만
둔 것은, 독일어 실력이 부족한 데다, 전형
적인 여성직인 간호직에 종사하는 것에 대
해서도 남성으로서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었
을 것임. 

81-82
(36-37)  

13. 발전공사장 현장 작업(1년 반)

82-84
(37-39)

14. 기계설비 재교육 과정 이수, 실업수당 수령(1.100 마르크 정도)

  1) 외국인귀환촉진법(1983)이 제정되는 상황
에서 정규직으로의 취업이 더욱 절실해졌고, 
이에 이전에 취업했던 철강회사에 대한 관심

  1) 대항가설 없음.
→1.1) 그러나 철강회사 입사를 위해서는 자
격을 갖추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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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더욱 커졌을 것임. 기 때문에, 재교육 과정을 이수했을 것임.

84-86
(39-41)  

15. 기계설비 재교육 후 철강회사 입사(2년)

86-88
(41-43)

16. 자영업 종사(거주지와 다른 대도시에서 4인의 합자로 식료품, 여행, 보험회사 운영, 4
년)

88(43) 17. 거주지에서 아시아 식료품점 운영(4년)

89-95
(44-50)

18. 철강회사 입사, 부도로 퇴사(6년), 실업수당 수령

95-99
(50-54)

19. 노인수발사로서 재가복지업무 활동(5-6년)

99-01
(54-56)

20. 2년간 질병휴가 후 퇴직(2001), 부의 사망

07-09
(62-64)

21. 거주 지역 한인가톨릭교회공동체 회장 활동

11
(66)

22. 한국 방문시 부의 비문이 이복동생과 그 아들의 이름만 기재된 비문으로 변경된 것을 
목격

  1) 이복동생을 비롯한 계모와의 관계를 청
산했을 것임→1.1)그러나 부모가 된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 동시에, 빌
미를 제공한 것은 이복동생을 비롯한 계모측
이기 때문에 차라리 홀가분하다는 생각도 하
고 있을 것임.

  1) ↔이복동생을 비롯한 계모와의 관계를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고 있을 것임. 

그렇다면 위의 여러 가설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A씨의 

생애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들로써 어떠한 순서 로 구술되고 있고, 이에 ‘표명된(manifest)' 혹

은 ‘잠재된(latent)’의미는 어떻게 해독될 수 있는 것일까?

2) 텍스트분석과 주제적 영역분석

(1) 텍스트분석

인터뷰텍스트는 전체적으로 직업사와 관련한 경험들을 중심으로 시간 순서 로 구술되고 있는데, 

이에 한 구술은 주로 ‘서술(Beschreibungen)’이나 ‘논의(Argumentation)’, 혹은 ‘평가(Evaluation)’

나 ‘보고(Bericht)’등의 방식20)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평가와 논증, 논의의 방식으로 생애사

16) 기울임 글자체는 이후의 분석 단계에서 해독한 결과와 일치한 가설에 해당됨을 표시한 것이다.  

17) →는 후속가설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18) ↔는 항가설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19) 항가설이 없는 경우, 지면을 줄이기 위해 타 가설들이나 후속가설들을 항가설 면에 기재한 것
이다.

20) ‘텍스트종류(Textsorten)’는 크게 이야기(Erzählung)와 서술 그리고 논의 등 세 갈래로 나뉘는데, 이
야기는 다시 보고, 역사(Geschichte), 서사적 이야기(epische Erzählungen), 극적 이야기(dramatische 

Erzählungen), ‘논증적 이야기(Belegerzählungen)’, 평가 등 다섯 갈래로 나뉜다. 먼저, 이야기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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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초반부(1:1-8)21)와 후반부(21:32-41)의 인터뷰텍스트만이 이러한 시간 

순서 로 구술되는 방식의 예외가 된다. 즉, 인터뷰텍스트는 ‘특별히 굴곡진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나의 삶’이라는 생애사적 평가로써 시작되어, 경제적, 체류법적, 가족적 측면에서 별 어려움 없

이 지내왔다는 경험과 관련시켜 이러한 평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시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반쪽에 달하는 이러한 ‘평범한 삶’에 한 의식적 혹은 비의식적인 강조가 두드러진 인터뷰텍스트는, 

마지막 가족적 측면과 관련한 구술이 이루어지는 부분(1:20)부터는 계모와의 갈등으로 점철된 중고등

학교 시절에 한 서술과 평가 그리고 논증의 방식으로 구술되는 구도로 전환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인터뷰텍스트는 이러한 생애사적 평가에 일정 부분 모순이 내재되어 있는 듯한 구조로 전환된다. 그

리고 이어지는 인터뷰텍스트는 주요 생애사적 경험들 예컨 , 제  후 우연한 기회로 파독광부를 지

원하여 독일에 오게 된 이주 배경(3:7-23), 독일에서 여러 직업들을 편력해야 했던 생활(3:23-14:8), 

지역사회 한인가톨릭교회공동체 회장으로서 활동했던 경험(17:37-18:37), 독일인과 교제한 경험

(19:15-20:8), 노후거주국과 관련한 경험(14:36-16:16) 등이 서술이나 논의, 혹은 평가나 보고의 다양

한 방식으로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 로 구술되는 구조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뷰텍스트도 “특

별히 굴곡진 일 없이” 살아온 것이라는 위의 생애사적 평가에 모순이 내재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더

욱 강하게 발설하는 구조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뷰텍스트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은 여러 직업을 

편력한 직업사가 됨으로써, 지역사회 한인가톨릭교회공동체 회장에 한 경험이나, 독일인과의 교제

에 한 경험, 그리고 노후거주국과 관련한 경험은 주변화 되는 구조가 된다. 이어, 인터뷰텍스트가 

종결되는 후반부(21:32-41)에서는 ‘독일에서도, 한국에서도 밑도는 나의 삶’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평가는 초반부의 평가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전의 인터뷰텍스트에 구술된 직업사를 

포함한 주요 경험들의 내용과 오히려 부합되는 듯한 구조로 인터뷰텍스트를 재전환시키는 효과로 이

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뷰텍스트가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서로 차이가 나는 평가들 및 직업사 위주

의 경험들로써 구성되고 있고,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순서 로 구조화되고 있는, 그 구술의 발생기원

은 무엇이고, 이에 표명된 혹은 잠재된 의미는 무엇일까?

(2) 주제적 영역분석

A씨의 인터뷰텍스트를 관통하는 현재적 관점에서 표명된 혹은 잠재된 주요 주제들은, ‘독일에서의 

제적 혹은 허구적 사건을 시간적 혹은 인과적 관계성 속에서 표현하는 텍스트종류를 말하는데, 이
중 보고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나 상황에 해서는 언급함이 없이 표현하
는 것을, 역사는 한 이야기 속에서 두드러진 사건에 해 표현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서사적 이
야기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 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주요 궤도만 짧게 언급하는 것을, 그리고 극
적 이야기는 공통적인 상황에서 여러 주요사건들을 함께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논증적 이야기는 
논의 내용을 계속해서 그럴싸하게 만들기 위해 표현하는 것을, 평가는 이야기 내의 논의를 말한다. 

이중 서술은 상태적 구조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야기와 차이를 보이며, 논의는 이야기의 과정 내 
혹은 그 과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이 내포된 표현을 일컫는다(Rosenthal, 1995: 240-241).

21) 이는 쪽과 줄을 표기한 것으로 위의 경우, 1쪽 1줄부터 8줄까지의 인터뷰텍스트 내용임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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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은 직업적 편력으로 점철된 삶이었다’와 ‘독일에 이주한 것은 제  후 우연히 파독광부 모집 

신문광고를 보고 그냥 지원해본 것이 “일사천리”로 잘 풀렸기 때문이다’라는 이주국에서의 직업생활

과 이러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지원과정과 관련한 주제들22)이다. 따라서 

이러한 2개의 주제들은 결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1개의 주제적 역 즉, ‘독

일에서의 나의 삶은 직업적 편력으로 점철된 삶이었는데, 이는 제  후 우연히 파독광부 모집 신문광

고를 보고 그냥 지원해본 것이 “일사천리”로 잘 풀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로 통합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은, 전자가 중심에 위치하는 ‘우세적 주제(das dominante Thema)’가 되고, 후자는 이러

한 전자의 주제가 형성된 배경으로 작용하는 주제로서, 주변부로 려나 있는 구도로 구조화 되어 있

다. 따라서 인터뷰텍스트는 다름 아닌 바로 그 노동이주자로서 보낸 이주국에서의 직업적 생활을 평

가하는 이야기로써 시작되어, 이에 덧붙여 노동이주자가 직면할 수 있는 체류법적인 측면과 가족적인 

측면까지도 포함된 생활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조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후의 인터뷰

텍스트는 이러한 생애사적 평가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직업사적 경험들을 위주로 하여, 이주가 

이루어진 배경과 관련한 경험들이 서술이나 논의로, 혹은 평가나 보고 등의 방법으로 시간 순서 로 

구술되는 구도로 구조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직업사적 경험들을 위주로 한 이주국에서의 생활은 총 

24쪽의 인터뷰텍스트 중 19½쪽에 달할 만큼 자세하게 구술되고 있는 반면, 이주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출신국에서의 생활은 4½쪽, 그나마 그중의 2쪽은 후질문 단계에서야 구술될 만큼 간략한 구도로 불균

등하게 구조화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뷰텍스트상의 양 주제들 간 불균등한 구술 구도는, 노동

이주자로서 보낸 40년 이상의 이주국에서의 시간이 비이주자로서 보낸 출신국에서의 25년의 그것에 

비해 더 길기 때문이라는 양적인 시간상의 크기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A씨가 다른 여타의 경험들

에 비해 직업사적 경험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구술하는 구조, 즉 노에시스와 노에마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독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과 관련한 주제가 우세적인 이러한 인터뷰텍스트에서는 직업사

적 경험이 이루어진 배경으로 작용하는 지원과정과 관련한 주제는 표명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과정 

이외에도 이주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족 간의 갈등과 관련한 주제는 잠재된 구조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한인가톨릭교회공동체 생활이나 독일인과의 교제, 노후거주국

과 관련한 경험 등에 한 주제들, 즉 교회와 교제, 노후거주국 등의 주제들은 주변화 되고 있는데, 이

러한 것도 바로 이러한 노에시스와 노에마가 작동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애

사적 평가가 초반부와 후반부의 인터뷰텍스트에서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전 생

22) Rosenthal은 생애사주체가 자신의 삶을 구술하는 현재 상황에서 과거의 수많은 체험들 중에서 특
정한 주제들을 선택하는 ‘접근 행위(Akt der Zuwendung)’를 Husserl의 현상학적 개념에 기 어 
‘노에시스(Noesis)'로 설명하 고, 이러한 노에시스에 의해 형성된 전혀 다른 ‘기억 속에 제공된 것
들(In der Erinnerung Darbietende)’을 ‘노에마(Noema)'라고 하 다. 즉, 노에시스는 ‘무엇인가로의 
접근 방식(Wie der Zuwendung zu etwas)’을, 그리고 노에마는 ‘무언가로부터 제공되는 방식(Wie 

der Darbietung von etwas)'을 일컫는 개념인 것(Rosenthal, 2002: 136-138; 2011: 179-185)이다. 

따라서 A씨의 인터뷰텍스트에서 도출한 노에시스는 과거 수많은 체험들 중에서도 바로 위의 2개
의 주제들과 관련된 체험들을 주로 선택해서 구술하도록 하는 접근 행위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노
에시스에 의해 형성된 노에마는 바로 이어지는 주제적 역분석에서 분석되는 이 주제들과 관련된 
주요 경험들이 구술되는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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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사가 구술되기 시작되는 초반부의 인터뷰텍스트에서는 직업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의식적인 행위지향 및 비의식적인 조절메커니즘이 작동된 때문이라고 한다면, 직업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요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구술하고 난 이후 생애사가 마무리되는 후반부의 

인터뷰텍스트에서는 이러한 후반부의 구술 상황 자체가 직업사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한 잠재된 주

제 및 교회와 교제, 노후거주국 등과 같은 주변화된 주제들까지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을, 구술된 구체

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평가하도록 의식적 혹은 비의식적으로 작용된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요컨 , A씨의 인터뷰텍스트에서는 직업이 표명된 우세적인 주제이고, 이주동기와 관련된 지원과

정이 표명된 주변화된 주제가 되는 주제적 역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적 역이 주가 되는 

구술 구조 속에서 가족은 잠재적인 주제와 주변화된 주제로, 그리고 교회와 교제, 노후거주국 등은 주

변화된 주제로서 위치하게 된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재적 관점에서 표명된 우세적인 주제나 주변화된 주제 혹은 잠재된 주제들은 

과거적 시점에서는 어떻게 체험되었고, 이러한 체험들은 각기 서로 차이가 나는 위의 양 평가들과는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일까?

3) 체험된 생애사의 재구성과 연속적 세밀분석

위의 주제적 역과 관련하여 과거적 시점에서 체험된, 표명된 의미는 생애사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씨의 표명된 직업적 편력은 25세이던 1970년 이주와 함께 시작된 광산

노동자 생활 3년, 제1차 철강산업노동자 생활 7년, 간호학교 학생 생활 8개월, 발전공사장노동자 생활 

1½년, 기계설비 분야 재교육과정 연수생 생활 2년, 제2차 철강산업노동자 생활 2년, 자 업자 생활 8년

(공동투자 4년, 단독투자 4년), 제3차 철강산업노동자 생활 6년, 재가복지 담당 노인수발사 생활 5-6

년 등 55세이던 2001년까지 총 30년 이상23) 이어진 다양한 직종의 노동이주생활로 이루어졌던 것으

로 정리된다. 그런데 이러한 생애사적 데이터에 기초한 직업적 편력에 한 표명된 정보를 초반부

(3:24-:8-23)와 중반부(13:13-17)의 인터뷰텍스트에서 구술되고 있는 이야기된 생애사와 상호 관련

시켜 분석하면, ‘직업을 여러 번 바꿨던 것은 바꿨던 직업들마다 능력에도, 적성에도 맞지 않았기 때

문이었다.’라는 직업적 편력이 이루어진 발생기원까지도 해명하는 관점이 과거 당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서술 위주로 간결하게 구술한 타 직업생활과는 조적으로 서술과 논의, 

평가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세하게 구술한 광산노동자 생활에 한 초반부의 거의 5쪽에 이르는 인터

뷰텍스트 속에서는, 광산노동자 생활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신에게는 육체적으로 견뎌낼 수 없을 만

큼 벅찼던 것24)으로 인식했던 당시의 관점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이는 차후에도 자신의 능력에 상응하

23) 위에 제시된 총 35½년에 달하는 직업생활은 11년여의 퇴직기간(2001-2012)을 뺀 총 31년간의 이주
기간과는 4½년 정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는 A씨의 의도된 왜곡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기억 능
력의 한계나 기억의 ‘중요도체계(Relevanzsystem)’에 기인한 것으로, 10여 차례에 이르는 직업적 
편력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활용가치가 거의 손상됨이 없다 할 것이다.  

24) 독일의 광산직 중 지하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학교를 거쳐야 했는데,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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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직업에로의 배치로 말미암아 직업적 편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점임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지원할 적에는 빨리 내가, 인제 그... 한국에서 그 당시에 Möglichkeit(가능성)가 별로 없었잖

아요. 빨리 여기 와서 돈 좀 벌어서 3년이라니까, 3년 동안에 열심히 벌어서 한국에 와서 뭐 

좀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3)25). 여기 와서 일을 해보니까 이건 또 그게 아니예요

((고개를 저으며))26)(3). 이게 개 한국 사람들, 여기 온 사람들은 막장으로 집어넣는데... 그 

당시 Stempel(지주) 하나 무게가 45kg 그 정도로 무거웠어요. 지하에서 그것 도저히 못 견디

겠더라고요.

인27): 어디로 가셨어요?

A: Achen(아헨)이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그냥 계속 krank(병가)를 많이 

끊었지요. 덕분에 어트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몸이 약한 것을 인정을 했는데, 쉬운 일로 보내더

라고요(3:22-29).”

그리고 중반부의 인터뷰텍스트에서 구술되고 있는 이야기된 생애사를 위의 생애사적 데이터와 상

호 관련시켜 분석하면, 이주 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했던 이러한 발생기원에 한 관점이 여러 가지 직

업을 편력하는 생활을 거치면서 더욱 명백하게 자리매김해 갔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후

의 인터뷰텍스트는 광산노동자 생활이 육체적으로 버텨내기에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어떻

게든 견뎌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할 만큼 적성에 맞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

후에는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이직한 여러 직장에서의 생활들도 지하에서 근무한 

광산 생활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육체적으로 견뎌내기에 수월한 것이었지만, 광산직

처럼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성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직업들마

저 그만두는 생활을 반복해야만 했던 것으로 구술되고 있는데, 이는 직업적 편력이 이루어졌던 팩트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팩트가 발생한 기원까지도 해명하고 있는 구술 구조로, 발생기원에 한 관점

이 당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여러 직종을 했는데, 사실 맞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인: 뭐가 하고 싶었는데요?

A: 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냥 한국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싶었는데. 사

무직으로. 여기에서는 언어 때문에 사무직은 내가 할 수가 없고, 적성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었

어요. 장사도 내 체질에 안 맞았었고(13:13-17).”

‘광부(Knappen)’과정은 만 16세가 되어서야 마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후 밟게 되는 3년
의 ‘전문광부(Hauer)' 과정은 만 21세 이전에는 수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Märker, 2010). 즉, 

당시의 독일 광부는 한국 출신 광부들과는 달리 일반 중ㆍ고등학교가 아닌 직업학교 출신들이었다
는 것이다.

25) 구술이 중단된 시간을 초로 표기한 것으로 위의 인터뷰텍스트에서는 3초간 쉬었음을 의미한다. 

26) 필사자에 의해 부연설명이 된 것을 의미한다.

27) 인은 인터뷰실시자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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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주동기와 관련한 이야기된 생애사에 기초해 도출한 과거적 시점에서의 관점은 광산노동자 

생활에 한 초반부의 인터뷰텍스트 속에서 볼 수 있었듯(3:22-24), 사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

제적 목적에서 귀국이 전제된 이주를 계획했던 것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이주가 결정된 시점이 제  후 다는 생애사적 데이터에 기초하면, 독일에의 이주에는 이러한 표명된 

경제적 동기 이외에도, 실업적 상황과 같은 잠재된 동기도 작용하 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970년 3

월 제 하자마자 바로 파독광부 모집에 지원을 했고, 동년 6월 1일에 독일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생

애사적 데이터를 전 생애사적 데이터들과 관련시켜 분석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64년 2월부터 군 입 가 이루어진 1967년 4월까지에 이르는 략 3년여에 걸친 20  초반부에 한 

구술이 전혀 부재한 사실을 포착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시기에 해 전혀 구술을 하지 않는 이러한 비

구성적 생애사 데이터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군 입 까지 이른 시간적 공간에서 실업적 상태가 이어

졌을 가능성28)을 발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구성적 생애사 데이

터는 제  후에도 진로가 막연하기는 제  이전이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아가 이

러한 직업적 진로가 막연한 상황에서 파독광부 모집이라는 돌파구가 우연히 주어지게 되자29) 이 기

회를 활용하여 독일에 이주했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도 발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가 중학

교 1학년 때에 위암으로 사망했고, 사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가 16세 연하인 젊은 여성과 

재혼했다는 생애사적 데이터 및 계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때 늘 집 밖으로 나돌았다

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텍스트 중반부(16:37-17:8)에서 구술된 이야기된 생애사에 기초하면, 독일로의 

이주가 이와 같은 계모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탈출구로서도 활용되었을 가능성까지도 발설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험된 생애사에 기초한 양 주제들로 이루어진 주제적 역과 관련한 과거적 관점은, ‘독일

에서의 삶은 직업적 편력으로 점철된 삶이었는데, 이는 적성에도, 능력에도 맞지 않는 직업을 연이어 

가졌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독일에서의 삶은 계모와의 갈등으로 점철된 삶이 이어지는 데다 실업적 

상황까지 겹쳐 돌파구를 필요로 하던 시점에서, 우연히 파독광부 모집에 지원해본 것이 “일사천리”로 

잘 풀리는 바람에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라고 형성되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즉, 바로 이러한 직업적 편력과 관련한 주제가 우세적이고, 지원과정으로 환원된 이주동기가 주변화된 

구도로 표명되고 있는 주제적 역이 주를 이루는 인터뷰텍스트 속에서는, 이야기된 생애사에서 발견

28) 이러한 비구성적 생애사 데이터에 의해 추정된 비경제적 활동 기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군 입
까지 3년, 그리고 군복무 기간 3년까지 포함하여 총 6년이 되는데, 이는 A씨의 직업생활 경험이 
이주 이전에는 전무하다는 점을 의미한 것으로, 동시에 A씨가 군 입  전 20  초반에는 실업 상
황에 처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발설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졸업 년도로 추정되는 
1964년보다 1년 앞선 1963년의 실업률은 8% 는데, 이는 1970-1972년의 4.57%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1970-1972년의 전체 실업률 4.57% 중 15-24세의 청소년․청년 실업률이 9.04%
이고 이중 남성의 실업률은 11.27% 다는 점(남재량․이창용, 1998: 34-36)은,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의 청소년․청년 실업률, 특히 그중에서도 남성의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
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A씨의 실업상황에 한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9) 이야기된 생애사에 의하면, A씨는 실제로 여동생이 우연히 건네준 신문에서 파독광부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하 던 것으로 구술(3: 10-11)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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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주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가족 간의 갈등적 상황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험된 생애사에서 발견된 

실업적 상황과 관련한 주제도 잠재된 형태로 구조화 되고 있음을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생활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보완하기 위해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지역사회 내 한인가톨릭교회

공동체 생활이나, 아내의 네트워크망에 연결된 방식이지만 활발하게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독일

인과의 교제, 자녀들의 의견을 반 하여 귀향 계획을 철회했던 것으로 보이는 노후거주국과 관련한 

체험 등에 한 주제들도 바로 이러한 주제적 역이 주를 이루는 인터뷰텍스트 구조 속에서 주변화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주제적 역이 주를 이루는 삶과 관련한 평가가 ‘평범한 삶’  ‘밑도는 삶’으로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자의 평가가 이야기된 생애사에서 표명된 주제와 관련하여 인터뷰 초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후자의 평가는 체험된 생애사에서 표명된 주제뿐만 아니라 잠재된 주제와 주변화

된 주제까지도 포괄한 전 생애사와 관련하여 인터뷰 말미에서 이루어진 데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야기된 생애사에서 표명된 현재적 관점과 이에 한 생애사적 평가는, 한편으로는 독일 이주 후

에 노동이주자로서 경험했던 직업적 편력과 관련된 주제와 이러한 주제가 형성된 배경으로 작용한 특

정 이주동기와 관련된 주제를 의식적으로 부각하려는 행위지향이 작동됨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현

재적 관점에 표명된 직업적 편력과 관련한 이주노동 생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체류법적, 가정적 측

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았음을, 그리고 이러한 생

활로 이끈 파독광부 지원과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음을 의식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자칫 직업적 편

력으로 점철된 이주노동 생활로 인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이러한 평범성을 위협받는 위험요소들을, 

지원과정에 한 구술에 암시된 자신의 유능성과 청렴성30)으로 중화시키고, 결국은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이 평범했음을 논증하고자 한 의식적인 행위지향이 작동됨으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이다.

“인: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거슬러 돌아봤을 때,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경험이나, 에피소드, 사
건이 있으십니까?

A: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이 삶이 좀 이렇게... besonderes(특별한)31) 하게 굴곡이 진 것도 
아니고... 그냥(3) 저 같은 경우에는 평범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인: 평탄하게 살아오셨던 것 같다... 어떤 측면에서요?

A: 뭐 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러
는데(3).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저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죠. 주위에서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고(3). 

덕분에 그렇지, 별로 그렇게 좀 어려웠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1:1-8).”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표명된 현재적 관점 및 이에 한 생애사적 평가는 이러한 관점 및 

30) 유능성은 파독광부 모집 절차를 별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었던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을 강조하
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용된 개념이고, 청렴성은 당시 소위 연줄과 금품 제공
을 통해서 모집 절차를 통과한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던 사실(박찬경․클라우스 펠링 2003)을 염두
에 두고, 자신의 지원과정은 연줄과 금품 제공이 배제된 채 이루어졌음을 비시킴으로써, 차별성
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31) 위의 besonderes는 besonders를 잘 못 말한 것으로, ‘특별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독일어의 형용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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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잠재된 의미를 비의식적으로 통제하려는 조절메커니즘도 작동됨으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된 의미와 비의식적인 조절메커니즘은 이야기된 생애사보다는, 체험된 생애

사로부터 도출한 과거적 관점 및 이에 한 평가 속에서 보다 명확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과

거적 관점은 독일에서의 직업적 편력 그 팩트만이 아니라 이러한 팩트가 발생한 기원까지도 해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 한 평가는 직업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진 채 독일에서의 삶이 평

범함을 밑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이루어졌고, 나아가 이러한 직업적으로 밑도는 삶은 단지 독일에만 

한정되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던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결국 이야기

된 생애사에 표명된 현재적 관점 및 이에 한 평가 속에 잠재된 의미가, 체험된 생애사에 표명된 혹

은 잠재된 과거적 관점 및 이에 한 평가 속에서 해명되고 있음을 발설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A: 좋아요. 좋은데(2). 좀... 어딘가 한 마디로(5). 아주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밑돌았던 것 같애. 예를 들어서 독일에 살지만 진짜 독일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 가도 

고향이지만,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진짜 그... 한국 사람이 못되는 것 같애. 화에서 그... 단절

감을 조금 느껴요(3). 좀 삼각점에서 사는 것 같애. 삼각점의 꼭 기 한 점에서. 

인: 꼭 기 위치에 해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A: 아니요. 그것은... 뭐 모로 세워도 좋고. 꼭 기 정상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빗겨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양쪽, 독일 사람도 아니지만, 독일에 살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독일 사람도 아니잖

아요. 내가, 음? 또 한국에 가도 진정한 한국, 화나 성격이 많이 여기서 향을 받았던 것 같

아요. 가면은 내가 좀 이질감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런 면에서 내가 완전히,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지도 못해(21:32-41).”

그러나 위의 후반부 인터뷰텍스트에서 보듯, 평범함을 밑도는 삶으로서의 평가가 구체적인 체험으

로서의 직업적 편력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애사 전체에 확 되어 정체성 등의 

문제와 더불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생애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의 후반부 구술 상황이 

우세적인 주제인 직업사뿐만 아니라 잠재된 주제와 주변화된 주제들까지도 포함한 전 생애사를 성찰

하도록, 의식적 혹은 비의식적으로 작용한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제적 역이 주를 이루는 양 생애사에서 표명된 혹은 잠재되거나 주변화된 주

제에 한 현재적 관점과 과거적 관점의 차이 및,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나타난 평가들 간의 차이는 어

떠한 구술 규칙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4)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의 비교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의 관점들 간의 차이 및 이러한 차이와 관련한 평가들 간의 차이

는 ‘개인화된 노동이주남성의 직업사 위주의 구술 규칙’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A씨의 

체험된 생애사는 노동이 매개체가 되어 출신국사회를 떠나 이주국사회로 이동해간 이주자로서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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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업적 생활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전형적인(typisch)’ 남성으로서의 삶을 양 축으로 하여 

구조화 되고 있는데, 이야기된 생애사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무게 중심이 더 쏠려있는 구도가 됨으로

써, 글로벌적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노동이주남성 삶으로 제도화된 측면보다는, 사적인 한 남성 

삶으로 개인화된 측면이 보다 더 강한 구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구술 구조는 바로 이러한 개

인화된 노동이주남성의 직업사 위주의 구술 규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A씨의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는 직업적 편력으로 점철된 이주국사회에서의 직업생활과 관

련한 경험 및 이러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이주동기와 관련한 경험이 주로 구술되

었고, 직업적 편력이 이루어진 발생기원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과 관련시킨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시키는 논리가 작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노동이주남성의 위치에서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주국사회의 담론들 예컨 , 순환컨셉에 의한 외국인 고용정책, 외국노동자 고용중단 조치, 

혹은 '통합(Integration)'으로부터 '다문화주의(Multikulturalismus)', '간문화주의(Interkulturalismus)

'32)로 발전해간 외국인정책 등의 담론들과 관련된 체험들이 A씨의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는 구체적으

로 구술되지 않았고, 이주국사회에서 새롭게 경험한 복지 담론33)도 복지사회에서 안정된 노년기를 보

내고 있는 노후상황과 관련하여 연금인정기간만이 짧게 서술된 것 이외에는 거의 구술되지 않았는데, 

이 또한 바로 이러한 사례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에 한 주제가 잠

재된 구조로 머물러 있거나 주변화 되어 있고, 직업적 편력으로 점철된 생활을 보완하기 위해 활동한 

것으로 분석되었던 지역사회 내 한인가톨릭교회공동체 생활이나, 아내의 네트워크망에 연결된 방식이

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던 독일인에 한 체험, 혹은 이주국에 정착한 자녀

들을 위해 귀향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분석되었던 노후거주국과 관련한 체험 등이 주변화된 주제들에 

머물렀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례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화된 노동이주남성의 직업사 위주의 구술 규칙은 이주 이후의 생애사에 제한되어 작동되고 있다

기보다는, 노동이주자로서의 글로벌적 지위가 형성되기 이전의 개인적 지위에 있었던 이주 이전의 비

이주자로서의 생애사에서도 작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 , 이주 이전의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도 출

신국사회의 담론들과 관련하여, 남성 생애사의 특징인 군 생활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제 가 연장된 

것이 김신조 무장간첩 사건 때문이었다는 그 사건의 명칭만을 서술한 것 이외에는, 군 생활에 한 

어떠한 경험도, 당시의 어느 담론도 언급하지 않은 채, 제 와 더불어 바로 독일에 이주한 것으로 구

술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술 구조도 바로 개인화된 노동이주남성의 직업사 위주의 

32) 다문화주의는 이주자와 비이주자 간 상이한 문화적 정체성을 허용하는 이주정책적ㆍ문화적 패러다
임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적 병렬적 삶
(multikulturelles Nebeneinanderleben)’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이에, 이주자와 비이주자의 문화를 ‘상호 인정(gegenseitige Anerkennung)’하는 보다 적극
적인 정책적, 문화적 행위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패러다임이 등장하 는데, 이것이 바로 간문화주의
이다. 따라서 간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보다 우위적 가치를 확보한 패러다임(Treibel, 2011)으로 평
가받고 있다.

33) 복지 담론도 출신국의 복지시스템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시기인 1970년에 이동하여 이주국사회의 
복지시스템을 새롭게 경험한 노동이주자로서의 A씨에게는, 위의 이주국사회 담론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민감한 체험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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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규칙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주동기와 관련하여 체험된 생애사에서는 

경제적 목적으로 표출된 이른바 ‘하기 위한 동기(Um-zu Motiv)’이외, 실업적 상황이나 계모와의 갈등

적 상황으로 표출된 ‘때문에 동기(Weil-Motiv)’(Schütz, 1971a: 77-110; 1971b: 3-21)34)도 이주로 이

끈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해명되었던 반면, 이야기된 생애사에서는 이러한 ‘하기 위한 동기’만이 

표명되었을 뿐, ‘때문에 동기’는 전혀 혹은 잠재된 수준에서만 구술되었음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때문에’ 이주동기들의 비구성적 혹은 잠재된 측면도 청년기 실업적 상황이나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은폐하고자 한 조절메커니즘이 작동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이 또한 역

설적으로 이러한 개인화된 노동이주남성의 직업사 위주의 구술 규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라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실제를 보여주는 데에 있었다. 이에, 

한 재독한인노동이주자의 인터뷰를 사례로 하여 생애사적 데이터의 연속적 분석, 텍스트분석과 주제

적 역분석, 체험된 생애사의 재구성과 연속적 세 분석,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의 비교 

분석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고, 이를 통해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

뷰 분석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었다.

따라서 먼저,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실제를 보여준 본 연구가 현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에 함의하는 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이 현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의 접근 

방법과 연구 결과 간 불일치 현상을 극복하는 데에 하나의 방법론적 지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현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에서 Schütze의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 분석 방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고, 그 이외 몇 가지의 내용분석 방법이 산발적으로 적용

되고 있는 비 칭적인 양분화가 접근 방법상의 특징이 되고 있는 반면, 연구 결과는 내러티브 분석 

결과보다는 오히려 내용분석 결과에 치우친 구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환기시켰다. 나아가, 이러한 역설

적 현상은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한 생애사 연구들의 경우에도, 일부는 내러티브 결과보다

는 오히려 내용 분석적 성격이 보다 더 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발견하

다. 이에, 이러한 역설적 현상을 극복하는 연구가 시급하다는 점에 주목한 본 연구는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에 따른 접근을 통해, 접근 방법과 일치한 내러티브 연구 결과를 

34) ‘하기 위한 동기’와 ‘때문에 동기’는 Weber의 이해사회학으로부터 출발하여 Schütz(1971a: 77-110; 
1971b: 3-21)가 정립한 행위이론의 기본 개념들 중의 하나이다. Schütz는 행위의 동기를 ‘하기 위
한 동기’와 ‘때문에 동기’로 구분하여, 전자가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예측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
으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범주라면, 후자는 과거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관찰자가 밝힐 수 있는 객
관적인 범주라고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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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 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는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이 접근 방법과 

연구 결과 간 불일치 현상을 극복하는 데에 하나의 방법론적 지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의 실제를 보여준 본 연구는 Schütze의 내러

티브 분석 방법에 편중된 현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데에 하나의 전환점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현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가 Schütze

의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 편중된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Schütze의 내러티브 분석 방법 이외

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소개된 내러티브 분석 방법이 거의 부재한 연구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

목하여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을 하나의 사례로써 각 단계별로 소개하 다. 

따라서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의 실제를 보여준 본 연구가 Schütze의 내러티

브 분석 방법에 편중된 사회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데에 하나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로 구분한 접근을 통해 실재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현 사회

복지학 분야 생애사 연구 상황에서 매우 요구됨을 환기시켰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야기된 생애사

와 체험된 생애사를 변증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야기적 진실성과 사실적 진실성과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실재성을 규명한 결과를 제시하 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는 이야기적 진실성에 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적 진실성에 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재성을 규명하는 데에 한계를 노

정하고 있는 현 사회복지학 생애사 연구 상황에서,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로 구분하여 접

근하는 연구가 시급히 요구됨을 환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이러한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에 따라 재구성한 재독한인노동이주자

의 생애사 사례가 사회복지실천에 함의하는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이주자의 글로벌적 지위에 한 민감성을 갖추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생활을 위해나

갈 수 있도록 이주 전 과정을 동반하는 임파워먼트 ‘간문화복지실천(interkulturelle Sozialarbeit)’이 요

구된다는 점이다. A씨의 생애사는 개인화된 노동이주남성의 직업사 위주의 구술 규칙이 작동되고 있

는 사례로, 한 글로벌적 노동이주자의 삶으로 제도화된 측면보다는 한 사적 남성 삶으로 개인화된 측

면이 더 강한 구조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화된 남성 삶은, A씨가 제1세계

와 제3세계 간의 국가적 계약에 의해 월경(越境)한 노동이주자의 글로벌적 지위에 한 민감성이 매

우 결여된 생활을 해왔고, 이에 따라 이러한 지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도 주장하지 않거나 혹

은 포기한 채 살았음을 발설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 , 귀환을 전제로 한 독일의 순환컨셉에 

의한 외국인 고용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체류권적 문제나, 교육수준에 부합되지 않은 직종에로의 배치

로 인해 초래된 노동권적 문제, 혹은 상호인정에 기초한 간문화사회 담론 형성에의 참여 부재 등은 

노동이주자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들이었으나, 이에 한 담론화가 A씨의 생애사에서는 거의 부

재했던 것은 노동이주자로서의 권리가 주장되지 않았거나 포기되었음을 반증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노동이주자의 글로벌적 지위에 한 민감성을 자극하고 촉진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

록 이주 전 과정을 동반하는 임파워먼트 간문화복지실천은 매우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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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부합되지 않은 직종에로의 배치로 발생한 노동권적 문제는 A씨의 경우, 직업적 편력으로 점철된 

이주 생활의 문제로 표출되었으나, 이에 한 응은 거시적 측면의 글로벌적 노동이주자의 관점이 

아닌, 개인적인 능력이나 적성의 불일치 문제로 환원시키는 방식으로써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

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시킨 직업적 편력의 문제도 어떠한 주목

할 만한 응이 뒤따르지 못함에 따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는커녕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채 퇴직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해명되었다. 따라서 교육수준에 부합되지 않은 

직종에로의 배치 문제 또한 개인적인 문제로서보다는 글로벌적인 문제로서 인식하고 응해나갈 수 

있도록 노동이주자의 글로벌적 지위에 한 민감성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임파워먼트 간문화복지실천

은 이주 전 과정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주 이후의 문제로 포착된 직업적 편력

이 이주 이전의 실업적 상황, 특히 이른바 블루칼라가 아닌 화이트칼라에 한 직업적 선망과 접하

게 연관되어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볼 때, 이러한 거시적 차원의 임파워먼트 

간문화복지실천은 노동이주자 개개인의 고유한 직업사적 특성과 맥락 또한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둘째, 노동이주자의 생애사에 표명된 체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체험의 의미도 이해한 간문화복지실

천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예컨  A씨의 이주동기의 경우, ‘하기 위한 동기’ 즉, 경제적인 이주동기는 

표명된 체험이었으나 ‘때문에 동기’ 즉, 실업적 상황이나 계모와의 갈등적 상황이 이주동기로 작용했

던 점은 잠재된 체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제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이주가 직업적 

편력으로 점철된 삶으로 이어졌고, 이에 한 평가는 ‘밑도는 삶’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표명된 체험

만을 분석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업적 상황이나 가족 간의 갈등도 이주로 이어졌다는 잠재적인 

이주동기에도 주목함으로써, 이주 이후의 직업적 편력의 뿌리가 이주 이전의 실업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도 이주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

다는 점까지도, 이주 이후와 이주 이전을 모두 포괄한 전 생애사적 맥락에서 해명하 다는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동이주자의 생애사에 표명된 체험은 물론 잠재된 체험의 의미도 이해한 

간문화복지실천이 매우 요구됨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컨  국경을 넘은 이주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출신국사회와 이주국사회 간 가족적 갈등을 완화 내지 해결할 수 있도록 

양 문화를 고려한 양 사회에서의 가족상담은 이러한 간문화복지실천의 한 방안이 된다 하겠다.

셋째, 노동이주자의 생애사에서 주변화 되고 있는 주제에도 주목한 간문화복지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A씨의 생애사에서는 지역사회 동족 집단 내 종교 활동, 독일인과의 교제, 그리고 노후거주국

과 관련한 체험 등의 주제들은 주변화 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화된 주제들

도 A씨의 생애사를 구성하는 주요 생활 체험들로서, 현재적 삶에 직ㆍ간접적인 향력을 행사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노동이주자의 생애사에서 주변화 되고 있는 주제들에도 주목하는 간문

화복지실천은 매우 요구된다 하겠다. 예컨 , 동족 집단 내 종교 활동의 경우에는 동족의 경계를 넘어 

이주국사회 교회공동체와도 연계한 활동으로 확 해 나갈 수 있도록, 독일인과의 교제의 경우에는 아

내의 네트워크망에 안주하는 소통보다는 자신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망을 개척해 소통해 나갈 수 있도

록, 그리고 노후거주국과 관련한 경험의 경우에는 이주국을 노후거주국으로 하되 출신국을 드나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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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로서의 위치를 어느 한 쪽에도 소속되지 못한 실향민의 위치로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는, 양 쪽 모두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제3의 간공간인 ‘초국가적 사회적 필드(transnational social 

fields)’(Glick-Schiller et al., 1992)에도 자리한 독자적인 ‘초이주자(Transmigrant)'의 위치로서도 긍정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이러한 간문화복지실천의 예가 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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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of the Narrative-Biographical Interviews Analysis 
-An Example of an Interview with a Korean Migrant Worker in Germany-

Yang, Yeung Ja

(Kyungnam University)

The current research intends to show the practice of the narrative- 

biographical interviews analysis developed by Rosenthal. As an example of this, 

the research analysed an interview with a Korean migrant worker in Germany in 

4 stages as follows: 1. analysis of biographical data, 2. text and thematic field 

analysis, 3. reconstruction of life as lived and sequential fine analysis, 4. 

contrasting the life-story as narrated with life as lived. Based on the research, 

some implications for the biographical research in the social welfare and for the 

social work practice were addressed.

Key words: narrative-biographical interviews analysis, biographical research, 

migrant workers, Korean male migrant worker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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