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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환 영 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제 1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석해 주신 정진화 연구부처장님과 정인섭 법과대학 교수님, 그
리고 발표자와 참석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센터는 학내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례들을 상담하고 조사하는 
한편,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인권교육과 연구 등 다양한 활
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연구프로젝트공모전을 실시하
였고, 다수의 수준 높은 기획안들 중 총 10팀을 선발하여 학내외 인권문제
에 대해 스스로 연구방법을 설계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선발된 팀들은 약 4개월에 걸쳐 각 팀이 정한 인권의제에 따라 설문조사, 
현장조사 또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통해 외국인 학생 인권, 이주민 인권, 장
애인 인권, 환경권, 성평등 등 광범위한 분야를 연구.조사 하였습니다. 

오늘 이 발표회는 학생들이 열정을 다해 연구한 결과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
니다. 이 발표회가 학내외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아가 인
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
다. 

끝으로, 귀한 시간을 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행사준비에 애쓰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10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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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구의 배경 및 의의

 1. 장애인 인권의 의의 

역사적으로 장애인들은 다른 소수집단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가장 극심한 차별을 받아
온 집단이다. 인권의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인권보호는 그 
발달이 더디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능하여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라
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지니고 있는 상대성으로 인하여 편견에 대항할 
수 있는 동일집단을 형성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1). 20세
기 초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장애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2), 이것이 계기
가 되어 장애인의 인권에 인식 변화가 이뤄지면서 그제야 인권규범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권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과거로부터 누적되어온 차별로 인해 장애인은 다방면에 걸쳐 불이익을 받아왔고 그 
결과 오랫동안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해져 왔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은 다른 어떤 소수집단
의 인권보다도 누적된 불이익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연구의 필요
성이 높은 영역이다. 또한 위험사회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재난과 사고의 대규모성
으로 인하여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의 위치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볼 때에도 장애인 인권은 활
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인 인권의 문제는 지금 현재에도 살아 숨 쉬고 있는 생생한 이슈이다.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시설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전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완전히 좁혀지기에는 요원한 상태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
는 경우’도 금지되는 차별의 하나이다.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형식상으로는 장애인의 권리
를 보장해주는 것과 같은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이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 이동권 논의의 중요성

장애인의 인권 이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동의 권리이다.3) 왜냐하면 
이동권은 단순히 독립적 권리가 아닌, 사람이 행복한 생활을 위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동권은 장애인의 모든 자유권적, 사회권적 기본권을 실
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게는 이동권이 거주 이전
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만 의의를 갖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경제적·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생존권으로서의 의의 또한 지니게 된다.4) 

1) 권건보,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검토〉, 《법학논고》제36집 6월호(2012), 경북대학교 법학
연구원, 519면.

2) 유동철,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집문당, 2009, 58-59면.
3) 남병준,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2013-4: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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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장애인에게 시혜적인 복지정책을 세우던 과거와 달리, 장애인의 직접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형성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권리들보다도 이동권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외 활동 시 불편
한 점으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4.9%5)에 달한다. 
이렇듯 이동권은 장애인의 인권 이슈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심도 깊게 논의되어 왔던 부분 
중에 하나이면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구체적 연구 대상 및 방법 소개

 1. 연구 대상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하여 논할 때, 도시철도라는 교통수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도시 내에서의 이동 수단 중에서 도시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6),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에도 용이하여 장애인들이 가장 활용
하기 쉬운 교통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는 저상버스에 
집중되고 있는 추세인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현실 속에서 버스를 장애인의 주요 이용수
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보 제공의 부
족으로 인하여 버스를 이용하기 힘이 들고,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도 도로의 높은 턱 등의 현실
적인 장애로 인하여 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도시철도 내의 이동권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2000년대 이전에 발표되어 
역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되기 전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 많다7). 따라서 노선과 
편의시설이 대거 증가한 현재의 이용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맹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는 주로 지하철 역사내부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에 초점을 맞춘 바, 장애인이 실제로 설치
된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동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는 
부족하다. 즉,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연구보다 설치된 편의시설들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
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10개 환승역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의 외부 출
입구와 내부의 편의 시설의 및 환승 경로를 연구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았다. 점검의 대상이 된 10개의 역은 강남역, 고속
터미널역, 교대역, 사당역, 서울역, 선릉역, 신도림역, 잠실역, 종로3가역, 홍대입구역이다. 이
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2012년 수송인원 실적을 참고하여, 환승역 중 수
송인원 기준 상위 10개 역을 선정한 것이다.8)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시각장애인과 지체장

4) 이선우,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9, 366-367면
5) 보건복지부, 《2011장애인실태조사》, 2011, 317면.
6) 서울특별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지하철 수송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서울 지하

철 1~8호선을 이용한 승객은 24억3489만 명에 달한다.
7) “윤상용, 〈장애인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91~103

면” 및 “박기현,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
문, 2003.”등 참조.

8) 서울메트로 2012년 1~12월 평균 수송실적과 도시철도공사 2012년 1~5월 평균 수송실적을 참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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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다른 장애인에 비하여 시각장애인은 교통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
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체장애인은 교통시설에 접근하기 힘든 물리적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그 중요성이 가장 큰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철도 역을 환승역으로 한정하여 선정한 이유는 승하차 인원 외에도 환승인원으로 인
한 혼잡도가 클 뿐만 아니라, 노선별로 시간적 차이를 두고 무계획적으로 설치되었던 서울 도
시철도의 역사상(歷史上) 환승역의 시설구조가 혼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조사의 기준 및 이론적 배경

도시철도 역내의 편의시설과 환승경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및 동법의 시행령 ․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162호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 제공하는 『2012 시
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매뉴얼(도시철도 및 광역전철편)』을 참고하고, 그 중에서 주요한 기
준을 선별하여 점검표(표1)를 만들었다. 이 때 선별의 기준이 된 원칙은 바로 “유니버설 디자
인(Universal Design)”의 이념이다. 

역사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접근 방식은 무장애 디자인
(Barrier Free Design)과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을 거쳐, 유니버설 디자인
으로 향해 발전하였다. 무장애 디자인이란 1950년대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이에 따르면 시
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장애인이 경험하게 될 장벽(barrier)을 제거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
는다.9) 이러한 무장애 디자인의 이념은 오랜 기간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었지만, 이미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인 설치를 한 이후에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무장애 디자인의 부정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념의 형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만들어진 개념이 1985년 Ronald Mace가 제시한 유니
버설 디자인이다10). 무장애 디자인과 달리 유니버설 디자인은 편의시설의 설계 시점부터 다양
한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장애인을 특별한 
집단이 아닌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점11), 그리고 치료 위주의 관점이 아닌 예
방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는 점12)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현재 전 세계에서 주도적인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외 선진
국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기조는 아직 무장애 디자인에 매몰되어 있다. 다양한 설치 

으며, 공항철도, 경의선, 분당선, 신분당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이용하므로 순위 변화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정 절차에서 제외하였다. 역별 월별 평균 수송인원은 다음과 같다. 
강남역 207475명 + (신분당선 이용인원), 고속터미널역 151637명+(9호선 이용인원), 교대역 112237
명, 사당역 154478명, 서울역 168362명, 선릉역 117905명 + (분당선 이용인원), 신도림역 125671명, 
잠실역 170293명, 종로3가역 119303명, 홍대입구역 126994명 + (공항철도, 경의선 이용인원).

9) “유니버설 디자인의 소개 및 현황”,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HSD lab에서 운영하는 Vortal 블로
그 “Design for All", http://fvortal.cimerr.net/d4a/test/, 2012.

10) 위의 글.
11) 이연숙,《유니버설 디자인-21세기 환경 및 제품디자인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29면.
12) 위의 책,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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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본 법령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정
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비롯한 기타 국가보고서들에도 제도 개선의 원칙으로 
무장애 디자인만이 겨우 언급되고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는 무장애 디자인 이념의 차별적인 
부분을 개선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상적인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이러
한 원칙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기준을 삼고 점검표를 만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에 ~항의 개선 방안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제안하게 될 것이다.

Ⅲ. 법령상∙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일반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체적인 법령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도일반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장애인의 교통편의시설에 관한 계획의 기본 단위가 지나치게 단기간이라는 문제가 
있다. 즉, 장애인의 교통시설 관련 대부분의 법령이 5년 단위의 계획과 1년 단위의 집행계획
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14) 이 경우 각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따라 전체적인 개선 방향 자
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보다 장
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그 실행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와 구체적 기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포괄적으로 위임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대부분의 법령이 현실상황의 반영이 미흡하거나 추상적인 수준에서
만 규율하는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위임입
법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자치법규에서는 여객시설 내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까지 수립해 놓지 않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전국에
서 도시철도가 설치된 5개의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서만 『서울특별시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2009년)을 통해 세부규율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위임하는 것이 불
가피하더라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중앙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별로 편
의시설의 구비수준을 상향평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인 법령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교통약
자 이동 편의 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과 2012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제 2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2012-2016)』을 중심으로 세부법령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1) 규정 불분명의 경우

13) 대한민국 정부, 《2012-2016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2, 46면.
14) 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 제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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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법률 등에서는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미흡한 항목이 다수 조사되었다. 문제
가 되는 조항들의 경우 기본원칙만을 제시할 뿐 각 원칙에 해당하는 세부기준이나 항목을 하
위법령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 예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 1항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교통이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
은 정보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를  들 수 있다. 본 규정의 
교통정보표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교통정보표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 ‘우선순위’, ‘종합적 제공’이라는 불분명한 어휘를 사용하여 교통정
보표지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규정의 경우 이동경로, 환승정보, 역사 내 
편의시설 안내 등 안내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 15조15), 동 법 시
행령 제3조16), 동 법 시행규칙 별표2의 31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 7조18) 
등을 들 수 있다. 

  (2) 재량 규정의 경우
다음으로 조사된 문제점은 각 규정을 재량으로 규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이다. 해당 규정들을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할 경우 시설주 또는 시설주관기관이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 관리가 미흡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재량규정의 경우 
벌칙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조
사되었다. 그 예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 29조 제 1항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를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설치기
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를 들 수 있다. 본 규정에서는 이미 법

15)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
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각호에서 규정한 예외항목 중 ‘곤란’, ‘적합하다고 인정’ 부분.)
16)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중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  중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
17)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중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  중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
18) 제7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방법 등) ①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교통이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
은 정보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1항 ‘우선순위’, ‘종합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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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시설주관기관인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
다. 위와 유사한 조항으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 23조 
제 1항19)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편의시설 감독에 관한 규정의 경우 재량사항이 아
닌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3) 규정 부재의 경우
해당 법률 규정들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부

족한 점이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시각, 지체, 청각 뿐 아니라 각 장애인마다 장애유형과 정
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시설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 
규정을 살펴본 결과 경증장애인을 기준으로 규정된 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
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나타나 있는 수직형  리
프트 규정20)을 들 수 있다. 수직형 리프트의 경우 작동버튼과 자동문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
다. 수직형 리프트의 경우 장애인 혼자 사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폐식문과 
작동버튼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상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문을 여닫는 
것이 힘들 수 있고 수직형 리프트 버튼의 경우에도  상당한 힘을 주어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
어야만 작동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용이 어렵다. 따라서 본 규정
의 경우 자동식 버튼이나 도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 16조의 2 
제 2항21), 동 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발매기 조항22),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 23조 
제 2항23), 동 법 시행령 제 12조24)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의 경우 장애인의 이

19) 제23조(시정명령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후단 ‘명할 수 있다’ 부분.)
20)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
다. 

별표 1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

×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는 현재 없음.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1)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

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하위 규정이 부존재.)
22)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높낮이가 다름. 구체적인 규
정이 필요함.)

23) 제23조(시정명령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
치 및 개선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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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선행하여 그에 적합하게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4) 강제력 미흡의 경우
마지막으로 해당 규정들의 경우 강제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조사되었다. 벌칙, 과

태료, 이행강제금 등 벌칙규정이 시설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적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시설기준의 적용완화 등의 규정에서 편의시설과 장애인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 대한 강제규정
이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 예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 33조 제 1항25)를 
들 수 있다. 본 과태료 규정의 경우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에 불과하여 편의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동 법 시행령 별표 326)에서 과태료 감경사유로 최근 3
년간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를 들고 있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재감경되어 과태료로 인한 제
재효과가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15조27), 제25조28), 제27조29), 제 28조30)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에 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에 대해 예시, 열거하는 하위규정 부존재.)

내부시설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ᄋ

24)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
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도시철도에서 내부시설 중 휠체어승강설비가 빠져있음)
25)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교통행정기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
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교통사업자,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아닌 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7) 제15조(적용의 완화)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위반시 강제규정 없음.)
28) 제25조(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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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7조31), 제 29조의232), 제31조33), 동 법 시행령 제 15조34)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경우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규정의 경우 강제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규정의 
경우 편의시설설치비용과 유사한 수준의 합리적인 금액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5)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상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법률』 제 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 『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른 조사결과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도시철도의 경우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35). 본 계획서에서는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문제점에서 도시철도 및 전철은 대부분 양호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도시
철도 편의시설 개선사항으로  좌석사이의 수직손잡이 설치의 미비만 문제 삼고 있었다. 그리고 
만족도 기준조사 자체가 법령준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에는 도시철도 내 편의시설 문제 뿐 아니
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개선 역시 시급하다. 앞에서 언급한 유니버설디
자인의 목표에 비추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의 이용에 있어 불합리함을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계획수립과정에서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승강기, 리프트, 점자
블럭 등 해당 편의시설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Ⅳ. 현황 및 문제점

    1. 시각장애인

한다.
30) 제28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
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1) 제17조(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手話)·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정보등"이라 한다)를 제
공하여야 한다.

   (위반시 강제규정 없음.)
32)  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
과한다.

33) 제31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 제15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종류) ① 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2.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ㆍ안내에 관한 정보
3.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4.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35) 『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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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강남 고 속 터
미널 교대 사당 서울역 선릉 신 도

림 잠실 종 로
3가

홍 대
입구

개수 2/8 ∙ ∙ 2/2  ∙  ∙ 0/3 0/2 0/3 3/8 총계 7/26
% 25 ∙  ∙ 100  ∙  ∙ 0 0 0 37.5 평균 26.9

<표 1> 

역 강남 고 속 터
미널 교대 사당 서울역 선릉 신 도

림 잠실 종 로
3가

홍 대
입구  계

개수 4/18 2/16 0/15 9/15 9/21 2/12 2/6 7/11 9/15 14/16 58/1
45

% 22.2 12.5 0 60 42.9 16.7 33.3 63.6 60 87.5 40

<표 2> 

(1) 점자블록
  ① 외부출입구가 역사관할 아닌 경우 점자블록의 연계설치 부재

                                      *점자블록 연계 설치된 출입구 수 / 역사관할이 아닌 외부출입구 총 개수
                                      *공백은 역사관할 아닌 외부출입구가 없는 역이라는 의미

 보건복지부,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발행한 2012년 
12월자 기준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에 의하면, 도시철
도의 외부출입구 점자블록 설치 지침과 관련하여 외부출입구가 역사 관할이 아닌 경우(지자체
시설관리공단 관할의 지하도, 육교 등이나 백화점, 멀티플렉스 등 대형 상업, 업무시설의 내부 
시설 등)연속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하도록36) 되어있다. 하지만, 위의 통계표에서 볼 수 있듯, 외부출입구가 역사관할이 아
닌 경우 점자블록의 연계설치가 제대로 되어있는 평균 비율이 26.9%라는 매우 저조한 수치를 
띠고 있으며, 신도림역, 잠실역, 종로3가역은 0%로 심각한 실태이다. 역사관할이 아닌 곳은 
사실상 점자블록이 거의 연계설치 되어있지 않아 선형블록이 중간에 갑자기 뚝 끊기는 경우도 
빈번하며 이렇게 연계되다 만, 설치 시늉만 한 곳들이 흔했다. 이는 점자표지와 음성유도기가 
함께 구가되어있는 역사 내부와는 달리, 점자표지와 음성유도기가 없어 특히나 전적으로 점자
블록의 안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외부출입구 부근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심각한 불편과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다. 

 ② 주변 외부 및 보도에 설치된 선형블록에서부터 연계설치 부재 

 보건복지부,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발행한 2012년 
12월자 기준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에 의하면, ‘주변 외
부 및 보도에 설치된 선형블록에서부터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의 모든 외부출입구(승강기 포
함)까지 시각장애인의 유도를 위한 선형블록을 연계 설치하도록37) 하고 있음에도, 위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계설치가 제대로되어있는 비율이 40%,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강
남역이나 고속터미널역, 선릉역의 경우에는 20% 근처를 선회하는데, 승강장이나 대합실과 같
은 역사 내부는 블록의 규격은 차치하더라도 설치 자체는 대부분 잘 되어있는 반면, 외부출입
구와 역사외부의 블록 연계는 거의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군다

36)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2012, 
15면.

37) 위의 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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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강남 고 속 터
미널 교대 사당 서울역 선릉 신 도

림 잠실 종로3
가

홍 대
입구  계

개수 7/7 5/6 6/6 7/7 7/7 0/4 1/2 6/6 6/8 7/7 52/6
0

% 100 83.3 100 100 100 0 50 100 75 100 86.7

<표 3> 

나 역사 외부는 대개 주변에 도로가 있는 만큼 더욱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의 심각
성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개찰구의 진입구 0.3미터 전면의 점형블록이 실제 진입구 중앙과 카드 대는 곳 또는 투입
구 쪽 개찰구에 걸치도록 설치되어있지 않거나 2장으로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위 <표 3>은 각 역내 개찰구에서 ‘진입구 0.3미터 전면의 점형블록 설치 여부(2장 
설치 & 실제 진입구 중앙과 카드 대는 곳 또는 투입구 쪽 개찰구에 걸치도록 설치)를 기준으
로 했을 때, 설치 자체는 되어있으나 설치오류 등으로 인한 미흡설치(점검표에서 △에 해당) 
되어있는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총 10개의 역 중에서 무려 6개 역에서 모든 개찰구에 미흡설
치 되어있으며, 그 외의 역도 대체적으로 미흡설치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전면의 점형블록
이 1장일 경우 시각장애인이 블록을 인지하기 어렵고, 진입구 중앙과 카드 대는 곳 또는 투입
구 쪽 개찰구에 걸치도록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개찰구 진입구 기기에 부딪힐 위험도 크
다는 문제가 있다. 
 
 ④ 중앙분리대 전면의 점형블록을 생략하지 않음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에 의하면, 계단에 중앙
분리대가 있는 경우 그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생략하도록 되어있는데, 생략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았다. 중앙분리대 전면의 점형블록이 생략되지 않을 경우,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라는 착각을 일으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될 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에는 대합실 방향 기준, 계단 우측으로 선형블록을 유도 설치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우측 
가장자리로 치우쳐지도록 연계설치가 되어있어 시각장애인이 계단 손잡이나 모서리 부분에 부
딪힐 우려가 있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종로3가의 승강장 계단에 이런 곳이 많았다. 중앙 분
리대가 없는 경우에는 계단 중앙으로 선형블록을 유도 설치해야 함에도, 중앙유도가 아니라 
좌측이나 우측통행을 유도하도록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흔하였다.

 ⑤ 계단참 위 선형블록의 부재

계단참의 경우, 각 계단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의 전면에 점형 블록은 대개 잘 설
치되어있으나, 계단과 계단 사이를 잇는 계단참 부분은 선형블록이 연계설치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100%였다. 하지만, 계단참도 장소에 따라서 상당히 거리가 긴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둥글게 돌아서 걷거나 방향을 틀어 걸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 선형블록이 없다면 시
각장애인은 벽에 부딪히거나 다음 계단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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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점자블록의 규격/색상을 새로운 기준에 맞게 변경하지 않음

2012년 11월 30일에 개정된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규
정에 따르면, 점자블록의 규격은 블록 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노란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38)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노란색이 아닌 
흰색, 36개(6x6)가 아닌 16개(4x4)의 돌출점을 가진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은 채 과거
의 규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구형 점자블록은, 눈에 비교적 선명하게 띄
는 노란색과는 달리 흰색이나 미색, 회색 등으로 되어있어, 바탕색과의 대비로 블록 인지를 
하는 약시자가 인식하기 힘들고, 돌출점의 돌출 정도가 덜해서 인지하기가 더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정사각형의 크기도 16/36 비율로 훨씬 작아서 시각장애인의 통행유도가 불리하다는 문
제점이 있다. 따라서 변경된 지침에 맞게 신형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형을 사용하거나 구형과 신형이 어지럽게 혼재해 있는 곳도 흔했다. 

 ⑦ 매표소/자동발매기 앞 점형블록 미설치/초과설치

매표소 창구와 자동발매기 0.3미터 전면에 점형블록을 3장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3장’으로 준수되는 경우보다도 4장이나 7장 등 초과하여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많았다.(미설치
인 경우도 가끔 있었다.) 지침 자체에는 어긋나지만, 미설치가 아니고 1,2장 등 미달 설치가 
아니므로 초과설치가 그리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⑧ 기타 문제점

 ㉠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병설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으로만 연계설치 
되어있고 에스컬레이터로 향하는 블록은 없는 경우도 있었다.
 ㉡ 유동인구 기준 상위 10개의 역을 조사대상으로 한 만큼, 유동인구수가 많아 사람들의 빈
번한 통행으로 인해 점자블록의 돌출부가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까지 마모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특히 강남역). 이는 점자블록 관리 소홀의 문제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 공사 중, 미운행 중, 진입불가 등의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형블록이 이전과 같
이 그대로 연결된 채 어떠한 알림장치도 없어, 장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올바른 안내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등에 부딪힐 위험이 크다. 
 ㉣ 점형블록이 있어야 할 위치에 선형블록이 있는 등, 내용적으로 지시가 틀린 경우가 있었
으며,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전면에 0.3m 떨어져 설치해야 하는데 안 띄운 곳, 승강기 외부조
작반 앞 점형블록 2장 설치가 원칙인데 1장만 설치한 곳도 있었다. 

(2)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① 점자와 병기된 묵자의 인식불가

38)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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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 속
터 미
널

교대 사당 서 울
역 선릉 신 도

림 잠실 종로3
가 홍대 계

묵 자
표 기
개 수 /
점 자
표 지
판 수

32/ 
103

12/ 
104

4/ 
98

0/ 
64

0/ 
100

0/ 
114

15/ 
54

22/ 
82

8/ 
104

24/ 
80

117/ 
903

비 율
(%) 31.1 11.5 4.1 0 0 0 27.8 26.8 7.4 30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에게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안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에게는 기본적으로 점자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할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1-6급으로 다양하며 완전 맹인으로 볼 수 있는 1-2급 외에 장애의 
정도가 비교적 덜한 약시자의 경우에는 점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글자로 된 이동 정보의 제
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하철 내부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의 손잡이에 점자와 함께 묵자로 이동경로나 방향
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야 하지만 실제 조사결과 에스컬레이터는 아예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계단 손잡이의 경우에도 절대 다수가 묵자를 표기하지 않았거나 지워진 
상태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점자 이외에 묵자를 
병기해 넣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잦은 이용으로 인해 묵자 부분의 색이 벗겨져서 인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표 4>
  전자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촉지에 의한 점자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상대적으로 
시력이 남아있는 약시자에 대한 배려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시설 개선이 필
요하다39). 후자는 계단 점자표지를 반복적으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철재 위에 잘 벗겨지는 소
재로 쓴 묵자가 지워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역에서 약시자용 묵자가 남아있지 않은 것은 
후자의 문제에 더 가깝다. <표 4>에서 보듯이 묵자표기가 남아있는 계단 손잡이의 비율은 전
체 13%에 불과하며 특히 사당, 서울역, 선릉의 경우에는 묵자표기가 전혀 없었다.

              
<그림 1> 

39) 잠실역의 2호선 승강구의 경우 기존에 설치되었던 계단 손잡이의 점자표지판의 마모로 새로운 점
자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이 표지판에는 약시자를 위한 묵자표기가 전혀 없었다. 사진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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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점자표지의 마모와 이물질
 

역사 안의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의 손잡이에 점자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거의 없
었다40). 하지만 이용객의 수가 많고 대부분의 이용객이 승강구에서 가까운 쪽 손잡이를 이용
하다보니 한쪽의 점자가 집중적으로 마모되는 현상이 보였고 심한 경우 점자가 있었는지 확인
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역사측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는 하나 눈에 띄는 하자가 아니라
서 쉽게 문제가 인지되지 못하는 것 같다.
  또 점자표지판이 훼손되거나 깨진 경우에 역사측이 이를 교체하지 않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계단의 손잡이와 점자표지판을 고정시켜놓은 것도 간혹 볼 수 있었는데41) 고정이 불안정한 
것은 물론이고 테이프를 바른 부분이 점자를 가려서 인지할 수 없는 문제까지 갖고 있었다.  

  ③ 승강기 비상버튼 위 커버
 

조사를 진행한 곳의 모든 승강기 버튼에 점자 표기는 명확하게 되어있어 고무적이었
다. 그러나 비상버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승강기
를 조사했지만 절대다수의 경우 비상버튼은 플라스틱 막, 엉성하게 붙여놓은 얇은 플라스틱 
판, 심지어는 덕지덕지 붙여놓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간혹 얇은 플라스틱 판 위에 점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막 자체가 너무나 얇아서 점자가 도드라지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42). 심지어 최근에 지어진 강남역의 신분당선방
면 환승용 승강기에도 비상버튼이 플라스틱 커버로 막혀 있었으며 커버 위에는 점자를 표기하
지 않았다.
 물론 비상버튼 위에 커버 등을 설치한 역사 측의 고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루 수
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수든 장난이든 승강기의 비상버튼이 계속해서 눌린다면 업
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상버튼이 설치된 취지 자체를 역사
측이 몰각시켜서는 안 된다. 비상버튼에 점자로 표기가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점자를 실제로 
인지할 수 없도록 막이 씌워져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이 이를 누를 수 없음으로 인
하여 버튼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④ 기타 문제점

㉠ 손잡이 점자표지판의 설치 각도
  원형손잡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시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표지판을 벽면 쪽
으로 15° 기울여서 시공하여야한다43). 이유는 시각장애인의 촉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손

40) 단, 중앙분리대가 있는 계단의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점자표지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41) 강남역의 외부 출입구 2,7,9,10,11,12번 계단 손잡이에서 점자표지판이 고정되지 않아 테이프로 
둘러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2) 잠실역의 환승용 승강기 비상버튼 막이 그나마 점자를 표기하고 있었으나 너무 재질이 얇고 엉성
하게 막이 부착되어있어 점자를 실제로 인지하기는 어려웠다.  

43)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2012”에 따르면, ‘원형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왼손으로 읽는 것을 원칙으로 벽면 쪽으로 
15°기울여 시공하여야 한다.’(부록2 ‘점자표지판’ 설치원칙 5)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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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강남 고 속 터
미널 교대 사당 서울역 선릉 신 도

림 잠실 종 로
3가

홍 대
입구

설치
개수 4/4 4/11 2/4 5/5 5/8 1/4 0/2 2/4 7/8 7/8 총 계 

37/58

% 100 36.4 50 100 62.5 25 50 50 87.5 87.5 평 균 
64.9

<표 6>

역 강남 고 속 터
미널 교대 사당 서울역 선릉 신 도

림 잠실 종 로
3가

홍 대
입구

설치
개수 9/22 5/16 4/15 13/15 16/21 4/12 1/6 2/13 0/15 16/1

6
총계 
70/151

% 40.9 31.3 26.7 86.7 76.2 33.3 16.7 15.4 0 100 평 균 
42.7

<표 5> 

바닥부분보다 손가락 부분에 점자가 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실제 설치 사례를 보면 대
부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최근에 점자표지판을 재설치한 역일수록 이 부분의 고려
를 생락한 것으로 보였다44). 점자표지판의 설치 시에도 시각장애인의 촉지 편의 고려가 필요
하다.

㉡ 구조 변경 시 안내 내용 변경
기존에 계단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던 손잡이는 점자표지판의 설치의무가 없어서 대부

분의 경우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역 1호선 남영방면 10-4, 시청방면 1-2 
승강구(섬식승강장)의 계단 손잡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역사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중앙분
리대가 측면 손잡이가 된 경우, 구조의 변경이 용도변경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음성유도기

 ① 외부출입구 음성유도기 미설치

외부출입구 음성유도기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되어야 할 전체 151곳 중 70곳만 설치
되어 있고 역 당 비율의 평균은 42.7%에 불과하여 그 설치율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선릉역 등 많은 역에서 절반 미만만이 설치되어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종로3가역은 모든 출구에 음성유도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정도로 심각하다. 전 출구에 
모두 음성유도기를 설치한 역은 홍대입구역뿐이었다. 출입구의 음성유도기는 외부에서 역사 
내부로, 역사 내부에서 원하는 출구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점자블록이나 
점자표지와는 다르게 직접 촉지하지 않아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출입구에 음성유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율이 높은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다.

 ② 매표소 음성유도기 미설치

44) 잠실역의 2호선 승강구측 계단의 점자표지판이 대표적이다. 위의 그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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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강남 고 속 터
미널 교대 사당 서울역 선릉 신 도

림 잠실 종 로
3가

홍 대
입구 계

개수 2/7 6/6 2/6 7/7 6/7 0/5 2/2 4/6 2/8 5/7 36/61
% 28.6 100 33.3 100 85.7 0 100 66.7 25 71.4 61.0

<표 7> 

역 강남 고 속 터
미널 교대 사당 서울역 선릉 신 도

림 잠실 종 로
3가

홍 대
입구  계

설치
개수 0/4 0/6 1/3 3/3 1/1 0/4 0/4 2/4 0/3 4/5  11/37

% 0 0 33.3 100 100 0 0 50 0 80  36.3

<표 8> 

<표 6>의 매표소 음성유도기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되어야 할 전체 58곳 중 37곳만 
설치되어 있고 역 당 비율의 평균은 64.9%에 불과하다. 매표소 음성유도기 설치의 경우 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강남역, 사당역은 전 매표소에 음성유도기를 설치하고 있는 반면, 고
속터미널역, 교대역, 선릉역, 잠실역 등은 절반 이하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③ 개찰구 음성유도기 미설치

<표 7>의 개찰구 음성유도기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되어야 할 전체 61곳 중 36곳만 
설치되어 있고 역 당 비율의 평균은 61%에 불과하다. 개찰구 음성유도기 설치의 경우 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고속터미널역, 사당역, 서울역 등은 우수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반
면, 강남역, 교대역, 종로3가역 등은 설치가 미흡하다. 특히 선릉역은 개찰구에 있어서는 음성
유도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④ 승강장 양 끝 음성유도기 미설치

승강장 양 끝의 음성유도기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되어야 할 전체 37곳 중 10곳만 
설치되어 있고 역 당 비율의 평균은 36.3%에 불과하여 그 설치율이 1/4 정도 밖에 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사당역과 서울역의 경우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역에
서 설치된 곳이 거의 없고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강남역, 고속터미널역, 선릉역, 신도림
역, 종로3가역)이 많아 시각장애인이 승강장 끝에 도달하였을 때 되돌아가라거나 더 이상 진
행하지 말라는 안내를 할 수 없는 문제가 크다.

 ⑤ 외부관할 출입구 음성유도기 미설치

 외부관할 출입구의 경우 음성유도기가 설치된 곳이 없었다. 잠실역 2개, 신도림역 2
개, 종로3가역 2개의 출구가 외부관할인데 음성유도기가 전무하다. 유일하게 홍대입구역만 5
개의 외부관할 출입구 중 4개에 음성유도기를 설치하였다.

 ⑥ 진입금지인 구역을 안내하지 않음

역방향 에스컬레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유도기가 단순히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만 
안내하여 오히려 그 곳으로 진입을 유도하는 경우(예. 강남역 신분당선)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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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 밖에도 일부 구역이 공사 중이거나 승강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시설물이 적치되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음성유도기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그 곳으로 
시각장애인의 진입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⑦ 음성유도기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 유동인구가 많거나 혼잡한 구역이라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 음성이 들리지 않는 문제
㉡ 음성유도기의 소리가 역사 내 다른 기기, 역사 내 구조물에서 나는 소리(자동발매기, 행선
안내기, 광고, 에스컬레이터 주의알림 등)와 중첩되는 문제
㉢ 음질 불량(음성이 째지거나 명확한 발음이 아니어서)
㉣ 음량이 지나치게 작은 문제
 음성유도기는 음질이 비교적 명료한 톤으로 베이스가 적여야 하고 음향 크기가 설치지점 주
변소음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실무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크기를 적절히 증감해야 할 필요
가 있음45)에도 이에 위배되는 것이다.

 ⑧ 음성유도기의 음성이 전문적인 성우 목소리가 아님

음성유도기의 음성 녹음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아나운서, 성우 등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소리의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음성유도기의 음질은 비교
적 명료한 톤인 여성음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46) 남성의 목소리로 되어 있는 경우 역시 
유사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예는 홍대입구역이다.

 ⑨ 근거리에서 음성유도기의 정확한 설치 위치를 찾아 리모컨을 눌러야 작동됨
  

음성유도기가 설치된 위치를 찾은 후 정확히 그 곳을 향해 리모컨을 눌러야 비로소 
음성유도기가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리모컨을 누를 때에만 음성
유도기가 반응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유도기 기기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있는
지 알 수 없음에도 이렇게 음성유도기의 작동시키기 어렵도록 설치하면 음성유도기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⑩ 지나친 우리말 순화로 알아듣기 어려움

예를 들어 “‘맞이방’으로 향하는 계단입니다.”라고 음성유도기가 안내하는 경우 ‘맞이
방’이 대합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특히 글자로 써 있는 것을 읽
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므로 직관적으로 그 뜻을 인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그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우리말로 안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중에
게 제대로 정보제공의 역할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

45)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앞의 글, 81면.
46) 위의 글, 19면.

- 84 -



외부⇆내부 출입의 문제 내부⇆내부 환승의 문제

E/V 리프트 E/V 리프트
홍 대 입 구
역

2호선 O X 2⇆4 환승 O X4호선 O X

종로3가역
1호선 O X 1⇆3 환승 X O
3호선 X O 3⇆5 환승 X O
5호선 X X 5⇆1 환승 X O

신도림역
1호선 O O 1⇆2본 X O
2본선 O O 2본⇆2지 O X
2지선 X X 2지⇆1 X O

서울역 1호선 O X 1⇆4 환승 X O4호선 O X
교대역 2호선 O X 2⇆3 환승 X O3호선 X X
사당역 2호선 O X 2⇆4 환승 O X4호선 O X
고 속 버 스
터미널역

3호선 X X 3⇆7 X O
7호선 X O 7⇆9 X O
9호선 O X 9⇆3 O X

강남역 2호선 O X 2⇆신분 O X신분당선 O X
잠실역 2호선 O X 2⇆8 환승 O X8호선 O X
선릉역 2호선 O X 2⇆분 환승 O X분당선 O X
계 출구 17 /23 4/23 환승구간 7/16 9/16

<표 9> 

    2.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의 경우 먼저 외부와 내부를 나눠 경로를 조사하였다. 외부에서 내부로의 
통행의 경우 먼저 리프트가 설치되어있는지 아니면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경
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내부의 경우 해당 역사 환승경로에서 비장애인의 경로와 비교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조사 대상이었다.  

      (1) 외부⇆내부 출입의 문제

 ① 리프트

먼저, 리프트가 설치된 경우 승강기에 비해 이동의 용이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기본적 관리 상태를 차치하더라도 대기시간의 지연 문제와 안전상의 위험성이 존재 하였다. 
같은 거리를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보다 리프트를 이용하는 경우 평균 5분 이상의 시
간이 더 소요되었다. 리프트의 경우 바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출버튼을 사용하여 도시철
도 관리 직원을 불러야 하고 직원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리프트를 작동하는 시간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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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역사 직원 분들과의 인터뷰 결과 예산 문제로 인한 직원과 공익요원 
감축으로 인해 장애인을 돕는데 있어 인원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리
프트 사용의 경우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요즘에는 외부에
서 내부로 이어지는 리프트의 경우에는 승강기로 교체가 대부분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몇 개 역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신도림
먼저, 신도림의 경우 조사당시(8월경)에는 가장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었다. 당시에는 

승강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신도림역 외부에서 내부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오직 리프트로만 이용했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시간이 많이 소
요되었다. 그러나 9월 이동편의공사의 완료로 인해 1호선과 2호선 방향 모두에 지상으로 통하
는 외부승강기가 설치되어 이동편의가 증진되었다. 

  ㉡ 종로3가역 3,5호선
종로3가역의 경우 외부에서 내부로 통하는 승강기가 1호선 방면에만 설치되어 있다

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종로3가역의 경우 3호선과 5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호선 
쪽 승강기로 1호선 내부 대합실로 이동한 뒤 환승경로를 통해 해당 노선으로 이동해야하기 때
문에 도시철도 이용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종로 3가역의 경우 내부 환승경로도 
열악하기 때문에 환승에 있어서 불편함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 교대역 3호선

교대역 3호선의 경우에도 3호선 대합실 혹은 승강장으로 바로 통하는 외부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리프트 역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2호선 외부 승강기를 이용하여 3호
선으로 접근하는 방법만 가능하였다. 교대역의 경우 2호선 외부승강기를 타고 통로를 이동 후 
리프트를 사용하여 3호신 대합실로 이동하여야지만 3호선 승강장 내부로의 진입이 가능하여 
이동에 있어서 불편함이 초래되었다. 

  ㉣ 고속버스터미널역 3,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의 경우 3,7,9 세 개의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다. 그런데 고속버스
터미널역의 경우 외부로 연결된 노선은 9호선에 불과하였다. 3호선과 7호선을 이용하는 경우
에는 9호선 외부승강기를 이용하여 내부로 이동하여야지만 3,7호선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
고 특히 7호선의 경우 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과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용객
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동에 있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7호선 출구 쪽은 리프트만 설치되어 있는데 계
단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리프트만 이용하는 데에도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기타 역         
  이 외에 홍대입구역, 사당역, 서울역, 강남역, 잠실역, 선릉역의 경우 각 호선 별로 
외부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 각 호선별 승강장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접근에 
있어 큰 불편은 없었다. 그러나 이 역들의 경우에도 내부 환승의 경우에는 환승경로가 복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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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② 승강기
 

 승강기의 경우 대기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노약자,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안전
상의 이유로 출입문이 20초 후에 자동으로 닫히고 운행속도도 느리게 설치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통상의 승강기보다 오래 걸린다)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다는 점, 안정성이 더 높
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지체장애인에게 선호되는 이동수단이다. 따라서 승강기가 설치된 역의 
경우 지체장애인의 이동의 편의성 문제에 있어 더욱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전술한 역 외의 다른 역은 승강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 상 큰 불편은 없었다. 다
만, 외부 승강기가 설치된 역의 경우 지상에서 외부승강기로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는 문제
점이 발생하였다. 도시철도의 경우 출구가 여러 군데 있지만 외부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출
구는 1-2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 역 중 사당역,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역 등 
많은 역에서 외부 출입구간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도시철도 역 
근처 지상 도로의 경우 횡당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로 가
기위해 휠체어로 오랜 시간 지상에서 이동해야 했다. 최근 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가 늘어
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설치 된 구간이 많았다. 

      (2) 내부에서의 도시철도 이용 문제

 ① 리프트

  ㉠ 서울역
서울역의 경우 1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비장애인과 환승경로는 유사하였

다. 그러나 서울역의 경우 1호선과 4호선 환승통로에 반 층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환승 시 리
프트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리프트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대기시간이 길
기 때문에 환승에 있어서 편의성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서울역의 경우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
는 계단이 다소 짧고 계단 앞 공간이 길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하면 환승에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사 직원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건축법상 규제로 인해 리프트 
위 천장 높이가 천장위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라인으로 인해 확보되지 않아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었다는 대답을 들었다.  
       
  ㉡ 교대역

교대역의 경우 2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승강기와 리프트를 모두 이용해
야 했다. 비장애인의 경우 2호선과 3호선 사이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만 2개 이용하면 환
승이 가능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2호선에서 내린 뒤 2호선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승강기
를 타고 이동한 뒤 개찰구를 나와 3호선 쪽 통로로 이동해야 했다. 그리고 3호선 쪽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용한 후 다시 3호선 대합실에 있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3호선 승강
장으로 이동해야 했다. 일반인의 경우 환승소요시간이 1-2분에 불과했으나 휠체어를 타고 이
동한 결과 대기시간 포함 10-1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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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림역

신도림역의 경우 9월 10일 개선 공사를 통해 외부출입구는 물론 2호선과 1호선 쪽에 
승강기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러나 개선 공사 이후에도 2호선 본선에서 1호선으로 가는 환승
통로에서 2개의 리프트를 사용해야 했다. 그리고 신도림역의 경우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리프
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상 위험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리프트 이용 시 발생하는 음악소리가 인
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인권위의 결정 등으로 인해 리프트 이용 시 음악이 나오지 않는 역
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 특히 스마트폰 이용객과 충돌우려가 있다는 역사 직원의 인터뷰를 들
을 수 있었다. 

  ㉣ 고속버스터미널역(3⟷7호선, 7⟷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은 3,7,9호선 간 환승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비장애인

의 경우 3호선에서 7호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계단 하나만 이용하면 되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 
3호선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이동한 뒤 다시 환승통로를 따라 7호선 쪽으로 이동을 해야 했다. 
그리고 리프트를 이용하여 7호선 대합실로 이동 한 뒤 다시 7호선 대합실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지만 7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었다. 게다가 7호선으로 9호선으로 가는 경우에는 더
욱 복잡한 환승경로를 이용해야 했다. 7호선과 9호선 사이에 3호선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7호선에서 9호선으로 가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호선으로 이동한 뒤 다시 3호선 대합실
에서 9호선 대합실로 이동한 뒤 9호선 대합실에 설치된 승강기로 9호선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했다. 특히 7호선 쪽에 설치된 계단이 높아서 리프트 이용시간만 5분 남짓 소요되었다. 

  ㉤ 종로3가역
종로3가역의 경우 1,3,5호선이 통과하는 환승역인데 해당 역의 경우 리프트만 설치되

어 있어 지체장애인의 경우 환승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1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경
우, 일반인의 환승경로는, 종각방면 승강장에서 하차한 비장애인의 경우 에스컬레이터만 이용
하면 바로 3호선으로 이동이 가능했고, 종로5가방면 승강장에서 하차한 비장애인의 경우 계단
을 이용하여 3호선 지하2층 대합실로 이동한 뒤, 환승통로를 따라 이동하여 다시 승강장 쪽으
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하면 환승이 가능하였다.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종각방면에서 하차
한 경우에 승강기를 이용하여 1호선 대합실로 이동한 다음 3호선 지하 2층 대합실로 이동한 
뒤 리프트를 이용해야 했다. 그리고 다시 3호선 지하2층 대합실 환승통로를 따라 이동한 뒤 
다시 리프트를 타고 지하 3층에 위치한 3호선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했다. 반면, 종로5가 승강
장에서 하차한 지체장애인의 경우 경사로를 통해 3호선 지하2층 대합실로 이동한 뒤 위와 같
은 방법으로 리프트 2개를 이용하여 승강장으로 이동하여야 환승이 가능하였다. 
  3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일반인과 지체장애인의 경우 환승경로는 동일하였으나 
일반인은 에스컬레이터 3곳을 이용하면 됐지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모두 리프트를 이용하
여야 했기 때문에 환승소요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호선에서 5호선
으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3호선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환승경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②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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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조사되었다. 몇몇 역의 경우 승강기를 이
용하여 다른 노선으로 바로 환승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경로를 이용해야 하는 역이 조
사되었다. 다음은 그와 같은 복잡한 경로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환승 시 소요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사당역
사당역의 경우 모든 승강장 마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각 노선별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2호선 낙성대방면 승강장의 경우 4호선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 환승이 용이했지만 방배방면의 경우 4호선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
었다. 이 경우 2호선 승강장에서 2호선 대합실로 승강기를 타고 이용한 후 개찰구를 통과하여 
다시 4호선 쪽 승강기를 타고 다시 4호선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하였다. 비장애인의 경우 각 
방면에서 에스컬레이터 2개만 이용하면 4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동시간이 2-3
배 더 소요되었다. 
                      
  ㉡ 잠실역

잠실역의 경우 2호선과 8호선과의 환승과정에서 사당역과 유사한 문제점이 조사되었
다. 2호선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간 뒤 다시 8호선 방면 승강기를 타고 이
동해야 했다. 잠실역의 경우 2호선과 8호선 사이에 비장애인이 이동하는 빠른 환승경로에 리
프트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리프트는 오랜 대기시간과 역무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돌아가는 길이지만 승강기를 이용한 환승경로를 대부분 이용하였다. 

  ㉢ 고속버스터미널역(3→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의 경우 3호선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위와 유사한 문제

가 조사되었다. 9호선 사평방향 승강장으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역시 대합실로 다시 이동한 뒤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했고, 신반포 방향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3호선 대합실에서 
다시 9호선 지하 1층 대합실로 한 번 더 승강기를 타고 올라간 뒤 9호선에서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를 다시 타고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했다. 비장애인의 경우 어느 방면이든 2개의 에스컬
레이터만 이용하면 되는 점이 비추어 환승과정에서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 기타 역

홍대입구역, 선릉역, 강남역의 경우에는 모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환승경로역
시 일반인과 거의 동일하여 승강기 대기 시간을 제외하면 비장애인과 환승시간에 있어서 차이
가 나지 않았다.  

 ③ 기타 문제

사당역 4호선의 경우 역무실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4호선의 경우 역무실이 지하 1
층과 2층 사이에 있고 계단에 리프트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경우 역무실에 접근
하는 것이 불가능 했다. 7호선의 경우 역무실이 7호선 대합실에서 리프트를 타고 이동해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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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가능한 곳에 있어서 역시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종로3가역의 경우 1호선에서 3호선 방향 경사로의 경우, 평편한 지면이 아닌 관계로 
지면 상태가 좋지 않아 휠체어로 이동시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노면이 평
편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워 휠체어 밖으로 추락 할 수 있다는 위험
이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인터뷰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역사 내 직원이 예산상의 문제로 줄어들어 리프
트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졌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역무원 인터뷰 결과 특히 주말이나 퇴
근 시간 이후의 경우 역무실에 2-3명의 직원만이 남아 있어 장애인 케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체장애인의 경우 환승경
로가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동경로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환승시간이 더 오래 걸리
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시철도 내
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도의 경우 복잡하게 표시되어 있어 장애인의 경우 정확하게 경로를 파
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발생한다. 

 
Ⅴ. 현장 실태 개선방안

도시철도 역 내에서의 장애인의 이동권은 결국 도시철도 공사의 예산이라는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점자표시, 점자블록, 음성유도기의 설치 및 개선문제들은 당연히 예산을 필요
로 하는 것이고, 리프트 문제 또는 승강기 설치 문제들도 도시철도 공사의 예산을 필요로 한
다. 도시철도 자체가 3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이이서 구조적인 변경이 힘들어 승강기 설치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도시철도 내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욱 중시한다면 예산을 투입
하여 역사 자체를 구조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역의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발견되는 실제 현실은 오히려 비용
감축이라는 지상명제 앞에서 기존에 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줄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
실 하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을 효과적
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이동
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 하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각장애인

  (1) 점자블록
 

우선, 외부출입구가 역사관할 아닌 경우 점자블록의 연계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점은, 관할의 주체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각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서는 단순히 ‘외부출입구가 역사 관할이 아닌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47)라고 상당히 추상적으로만 명시되어있는데, 
그 강구할 방법의 내용을 한층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협의 의무화 등으로 

47) 위의 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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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간의 강제성을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대부분의 문제점들
은 현행 법규 및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로 분류될 수 있는
데, 미색과 4X4 규격의 구형을 노란색과 6X6 규격의 신형으로 교체할 것이 필요하고, 블록이 
미설치 된 부분에는 제대로 설치, 잦은 통행으로 블록의 마모가 심한 곳 새 블록으로 교체, 
개찰구 진입구나 승강기 조작반 전면의 블록 2장 개수 준수, 중앙분리대 앞의 점형블록 제거, 
계단 통행 유도 방향의 준수, 일시적․장기적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올바른 정보로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점자블록의 ‘관리’에 관해 규
정하고 있는 법령은 실질적으로 공백의 상태인데, 정기적으로 블록 상태를 점검하고 교체, 수
리하도록 정기점검 시기, 관리자 인원 등을 상세하게 규율함으로써 관리소홀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계단참에도 선형블록 연계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약시자용 묵자를 계단 손잡이 점자표지판에 병기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점자표지판의 규격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손잡이의 굵기가 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점자
표지판의 크기에 대한 규격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나 적어도 점자표지판이 포함해야할 정보에 
대해서는 규격화와 그에 따른 입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보에 약시자를 위한 묵자 계단 
안내 정보가 꼭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로 글자가 벗겨지는 문제는 제대로 설치를 했
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묵자가 마모되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근본
적으로 묵자가 지워지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원형손잡이의 점자표지판 위 묵자(글자)의 마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이중으
로 점자표지판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속이 비치는 외곽의 판에 점자를 표기하고 내
부 판과 외부 판의 사이에 약시자를 위한 묵자를 적어서 비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굳
이 잦은 교체를 하지 않고도 약시자용 묵자 마모를 막을 수 있다.
  점자표지판에 심각한 마모나 파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점자표지판은 즉시 교체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에서 점자표지판의 일괄교체 이전에는 개별교체를 하지 않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손잡이의 설치 방향에 따라서 크게 마모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용도가 
높은 쪽의 점자표지판이 마모된 채로 방치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점자표지판의 점검 빈
도를 높이고 마모 시 개별교체를 활발히 해야 한다. 아울러 점자표지판의 고정을 위하여 테이
프를 감아놓을 것이 아니라 원형손잡이에 안정적으로 부착될 수 있는 규격으로 점자표지판 자
체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승강기의 비상버튼을 역사측이 임의로 막아놓거나 점자를 표기하지 않은 커버로 막아놓은 
문제는 역사 측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비상버튼 이용 불가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모두 
고려하여 비상버튼에 플라스틱 커버를 설치하되 커버 위에 점자로 아래에 비상버튼이 있음을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커버도 역마다 제 각각으로 하기보다 규격화하여 하나로 통일하고 그 
위에 점자 정보를 새겨 넣는 방식으로 한다면 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승강기 비상버튼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이 조금은 덜어질 것이다.

  (3) 음성유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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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유도기가 미설치된 부분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외부출입구의 경우 
음성유도기가 미설치된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매 출입구마다 음성유도기를 설치해야 한
다. 승강장 양 끝에도 반드시 음성유도기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현 위치가 승강장의 끝 
부분임과 더불어 진입금지라거나 돌아가라는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매표소와 개찰구의 경우 
사당과 같이 모두 잘 설치되어 있는 역을 제외하고 그 설치율을 점검해야 하며 특히 선릉역, 
교대역과 같이 설치가 지나치게 부족한 역부터 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외부관할 출입구의 경우 음성유도기뿐만 아니라 점자블록, 점자표지 등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전무하므로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하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역사 
관리 주체와 외부관할 주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외부관할 출입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진입금지인 구역을 안내하지 않는 음성유도기는 그 내용의 변경을 요한다. 진입금지 안내는 
시각장애인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부상위험과도 크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로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음성유도기의 내용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디지털 
녹음 파일 교체)을 만들고 음성 안내의 내용이 실제 통행로와 일치하는지 자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성유도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음량을 높이고 음질을 향
상시킨다. 음성유도기의 음성이 역사 내 다른 기기의 소리와 중첩되어 듣기 어려운 경우를 해
결하기 위하여 음성유도기나 다른 기기를 처음 설치할 때부터 그 소리의 간섭 범위를 고려하
여 체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음성유도기의 음성은 전달력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성우, 아나운서가 담당하도록 하고 여성의 목소리로 녹음한다. 또한 우리말 순화라는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한 번 듣고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안내할 것이 요구되는 음성유도기 특성
상 평소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는 지양해야한다. 즉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매뉴얼과 같이 
안내멘트의 내용은 가급적 간단하게 구성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점형블록에 서서 리모컨을 누르면 음성유도기가 바로 작동될 수 있게 그 위치와 거리를 조
정하여 점자블록 특히 점형블록과 음성유도기의 연계성을 높여 설치하면 근거리에서 음성유도
기의 정확한 설치 위치를 찾아 리모컨을 눌러야만 음성유도기가 작동되는 점을 개선할 수 있
다. 음성유도기 센서의 반응 민감도 역시 높여 리모컨을 여러 번 누르지 않아도 한 번에 안내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지체장애인

  (1) 환승경로의 단순화 방안

인권위는 2010년 서울역 등 환승구간에 리프트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고 규정하며 권고의견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역사 구조상 리프트만 설치되어 있는 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입할 경우 장애인의 도
시철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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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승강기 설치-최근 도입된 경사형 승강기

 예전에는 승강기 설치의 경우 수직방향만 가능했기 때문에 상하수도관, 통신선 등 기
존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사형 승강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면 승강기 설치도 가능하다.
  수직형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굴착공사와 같은 토목공사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 부
담이 적지 않지만 경사형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토목공사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48) 수직형 
승강기의 경우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 수직으로 50미터 가량 되는 공사의 경우 5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 그러나 특수구조인 경사형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절반도 안 되는 12억 원 
가량이 소요되어 비용 절감효과가 탁월하다. 무엇보다 경사형 승강기는 기존에 설치돼있는 계
단을 밋밋한 경사면으로 만들어 승강기가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을 깔아 그 위에 승강기 몸체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수직형 승강기 보다 훨씬 단축된다고 한다. 따라서 공간상의 제
약으로 수직형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경사형 승강기가 대안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다. 

  ② 낮은 계단의 경우-경사로 설치 혹은 수직형 리프트 설치

 낮은 계단의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
축법상 규제(리프트 위 천장 높이에 관한 규제)인데 이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
이다. 또는 신도림 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하는 방법이 고려된다. 수직
형 리프트의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주로 설치되어 있고 승강기처럼 운영되기 때문
에 일반리프트에 비해 이용이 간편하고 안전상의 위험도 크지 않다. 단, 수직형 리프트는 장
애인 혼자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불편하다
는 단점이 있다. 수직형 리프트 도어는 자동화 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문을 열고 타야
하고 내려가는 동안 하강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불편이 있어 상체움직임이 원활하
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 상 불편이 제기된다. 그러나 경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용이하
게 이용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 리프트처럼 역무원 호출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강기가 설치될 수 없는 역사의 경우 편리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도시철도 역사 이용 편의화 방안

  ① 서비스 제공 인원 증가-역무원 혹은 도시철도 공익 증가
  

서울역 역무원과 인터뷰 결과, 인원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케어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차질 발생한다고 하였다. 덧붙여 과거 장애인케어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왔던 역에서도 
인원부족으로 인해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워 장애인케어시스템을 취소하고 싶다는 인터뷰까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역내 직원을 증가시키거나 도시철도 공
익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고된다. 

48)  “국내 최초로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지하철 역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http://ekmann.blog.me/20052715334, 200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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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체장애인 이동경로 안내

도시철도 홈페이지 그리고 각 역사 내 편의시설 앞에 환승경로를 표시한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
에 당장은 기존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더욱 용이하게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지체장애인 이동경로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
는 곳의 위치정보 역시 함께 제공한다면 장애인의 도시철도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③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제안되기는 하였다. 본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것은 보행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은 역사 내 정
보를 제공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즉 지체, 시각 장애인을 나누어 해당 역사의 각 
출구별 동선, 경로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 장애인의 도시철도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도시철도에서는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지도만을 제
공하고 있고 또한 편의시설 안내표지(승강기 표시)등도 어디에 설치되어있는지 파악하기 어려
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예산, 절차상의 이유로 시설개선이 어렵다면 현재 설치
되어 있는 시설 정보를 모아 인터넷 포털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한다면 장애인의 도시철
도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음성시스템도 함께 도입하여 시각장애인의 도
시철도 이용의 편리성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Ⅵ. 적용사례: 서울역을 중심으로

 1.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안

서울역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점자블록의 경우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구형 점자블록을 새로운 기준에 맞게 
교체한다. 서울역의 경우 역사를 시공한지가 오래되어 현재 기준과 과거 기준의 블록이 혼재
되어 있는데 이를 0.3미터×0.3미터의 표준형 블록으로 통일하여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바닥
과 유사한 색의 블록이 설치되어 약시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이
유로 모든 블록을 교체할 수는 없더라도 바닥과 대비되는 색깔로의 도색작업은 우선적으로 실
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 내의 지하상가로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외부출입구에
서 외부 도로와의 연계가 미흡한 경우도 많았다. 외부출구의 경우 근접한 이면도로 혹은 적어
도 횡단보도까지는 안내가 가능하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역 4번과 5
번 출구 쪽 대합실의 상가건물(‘연세 아케이드’)로의 연계통로와, 역사관할이 아닌 11번 출구
의 경우 점자블록이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이렇게 도시철도의 관할이 아닌 외부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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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경우 관할 주체와 협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
편 개찰구와 연결된 점자블록의 경우, 출구로 나가는 방향의 개찰구만으로 연계설치가 되어 
있어 점자블록을 따라가도 개찰구를 통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 경우 열차를 타
는 방향과 출구로 나가는 방향 모두로의 통행이 가능한 개찰구로 점자블록을 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서울역의 점자표지판은 모든 경우에 묵자(일반글자)를 병기하지 않았다. 점
자를 모르는 약시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모로 인해 지워지지 않는 소재로 점자표지를 
만들어 묵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에 점자표지가 아예 없는 경
우가 많았다. 비록 시각장애인은 우선적으로 계단으로 유도된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 또한 
자유롭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과 현실의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에
스컬레이터에도 관련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엘리베이터의 경우 비상버튼과 관
련된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다. 엘리베이터 조작반 중에서 비상버튼만이 동떨어진 위치에 설치
되어 시각장애인으로서는 그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어 있거나, 비상버튼 전면에 플라스틱 커버
를 씌워 점자 촉지는 물론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었다. 버튼비상버튼의 이
용실태 때문에 플라스틱 커버를 씌우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커버 위에 별도의 점자표지
를 설치하거나 지나치게 쉽게 눌리지 않는 버튼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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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음성유도기의 경우 유도기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혹은 정확히 유도기를 
향하여 리모컨을 사용해야 작동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유도기 자체의 
반응도를 높이거나,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점형블록 부분에서 리모컨을 누르면 유도기가 바
로 작동하도록 점자블록과 음성유도기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음성유도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콘센트가 뽑혀 있거나 전원이 공급되
어도 작동하지 않는 기기가 발견되었는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설치된 기기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안

서울역의 경우 1호선이 먼저 설치 된 후 4호선이 생기면서 환승통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승 경로와 출구가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역 1호선과 4호선과의 환승통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의 측면 보다는 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1호선 서
울역의 위치와 4호선 서울역을 연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통로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따
라서 먼저 환승통로에 계단이 설치되었고, 이후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리프트가 설치
되었으나 실제 이용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원칙 
및 방안을 적용하여 서울역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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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첫째, 환승통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리프트가 설치된 계단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
해서는 법률상 각도를 준수해야 하는데, 역사의 수직 높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상태에
서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높이가 되지 않는다.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구조변
경이 수반 되어야 하는데, 도시철도 직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1호선 승강장 부분의 천장에 건
드릴 수 없는 전선 수도관 등의 기본시설이 지나가기 때문에 역사의 구조 변경은 완전히 서울
역을 새로 짓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공사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시설의 최대한 활용이
라는 개선 원칙을 적용하였을 때, 완전한 역사의 재건설 등을 통한 경사로 설치보다는 기존 
계단이 설치된 환승통로를 이용하여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살펴보
았다. 이 경우, 1-4번 출구 쪽에 리프트를 제거 하고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한다면 기존 구조
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4호선 서울역에 도착하여 지상의 서울역에 가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환
승통로를 지나 1호선 서울역 역사로 간 후 서울역 방향이 아닌 출구 쪽의 승강기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나온 후 횡단보도 등을 통하여 상당히 많이 돌아가야 한다. 서울역의 경우, 열차를 
이용하여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있는 특성상 서울역으로 가는 수요가 가장 많은데도 지체장애
인의 입장에서 서울역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
으로 보장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4호선 대합실에서 승강기를 설치하여 지
상의 서울역으로 나가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14번 출구 쪽에 승강기를 설치한다면 1호선 서울역에 도착하든 4호선 
서울역에 도착하든 지체 장애인의 입장에서 서울역 역사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는 것이
다. 도시철도 직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항철도의 환승통로 설치가 계획 중이고, 그 공사 과
정에서 14번 출구 쪽에 승강기도 함께 설치하자고 건의를 하였고 계획도 있으나 예산의 문제
로 논의 중이라고 하였다.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측면에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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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역사의 현재 상황에서 14번 출구 쪽의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현재 환승통로에는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정보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개선 원칙 하에서 편의시설정보 안내를 충분히 설치하자는 개선방
안을 적용하여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편의시설정보 경로안내를 설
치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도 편의시설정보 안내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추론한 결과 시각장애인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
장 기본적인 시설인 점자블록의 경우에도 법령 및 매뉴얼 상의 기준과 다른 미흡한 설치현황
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본 연구의 개선방향의 원칙으로 세운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
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
하는 현황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편의시설이 모두 부재하는 역은 없었지만, 새로이 바뀐 기
준을 적용하여 갱신시키는 데에는 비교적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도 서울의 경우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역이 거의 없어, 편의시설의 
유무에 관한 문제보다 이미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한가에 초점을 두어 조사하였지
만, 여러 구조적 제약으로 인하여 승강기 대신 리프트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동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행정 편의상 리프트를 설치한 역들도 조사되었다.
  이렇듯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의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는 다했다는 변명으로 일관된 고식지계(姑息之計)로 운영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 외부의 이면도로와 점자블록을 연계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준수
하기 위하여, 출구 밖에 두어 장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연계는 이뤄지지 않는 경
우가 많았던 것이 그 예이다. 즉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령 및 지침 상의 문언 그 자체에
만 집중하여, 관리 주체의 책임인지 아닌지에 관한 법적인 논리만으로 문제가 다뤄지고 있었
던 것이다.
  결국 도시철도 내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제규범인 법적 
제도의 마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과거의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기준을 떠나, 
새로운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념을 반영한 설치 매뉴얼에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 또
한 신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소급효를 부여하여 기존 설치분을 관리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철도 내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를 감시할 수 있는 외
부 유권기관의 마련 또한 필요하다. 서울시의 도시철도 관리 주체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
사, 코레일 및 기타 사적 주체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앞서 법령상의 문제점에서 살
펴보았던 것처럼 편의 시설 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에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관리를 감시하는 외부유권기관이 신설된다면, 보다 통일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역무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등 
본사의 관련 부서 직원을 제외한 일반 역무원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관리 메커니즘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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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008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차를 맞이한 지금은 그간의 시행과정에
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켰는지, 그 성과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첫 번째 시행 보
고서가 2013년~2014년 말에 검토될 예정에 있는 만큼, 지금 현재는 장애인 인권을 되돌아볼 
시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다양한 인권을 아우르는 가장 주요한 인권 영역
인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이 우리의 연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신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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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162호)
 『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 

2. 단행본

 김영일,《시각장애인복지론》, 집문당, 2009.
 유동철,《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집문당, 2009.
 이선우,《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9.
 이연숙,《유니버설 디자인-21세기 환경 및 제품디자인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정인욱복지재단 편저, 《시각장애인 보행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2013.

3. 논문 및 보고서

 권건보,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검토〉, 《법학논고》제36집 6월호(2012),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박기현,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    
       논문, 2003.
 윤상용, 〈장애인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차선자 외),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실태조     
        사〉, 국가인권위원회 , 2010.

4. 보고서, 매뉴얼 및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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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2007.
 대한민국 정부, 《2012-2016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2.
 도시철도공사, 《2012년 1~5월 평균 수송실적》, 2013, 
        (http://www.smrt.co.kr/main/publish/view.jsp?menuID=001007003008003003).
 보건복지부, 《2011장애인실태조사》, 2011.
 보건복지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1차 국가보고서》, 2011.
 서울메트로, 《2012년 1~12월 평균 수송실적》, 2013.1.10,
           (http://www.seoulmetro.co.kr/board/bbs/view.action?bbsCd=28&mCode    
 
            =G030030000& idxId=14384)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도시철도 및 광역전
                           철》, 2012.

4. 인터넷 / 웹진

 “유니버설 디자인의 소개 및 현황”,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HSD lab에서 운영하는 
Vortal 블로그 “Design for All",http://fvortal.cimerr.net/d4a/test/,2012.10.15.

 “국내 최초로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지하철 역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http://ekmann.blog.me/20052715334, 2008.7.15.

 “[세주의 인권이야기] 출퇴근길에서 생각 하는 것들 - 나와 당신의 거리
장애인 샐러리맨의 일상 ②”, 세주, 인권오름 제 249 호,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1770, 2011.5.4.

5. 정기간행물

 남병준,〈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월간 복지동향》, 2013-4.
 이병원, 장애인 이동권! 법은 있고, 정책은 없다, 《월간 복지 동향》, 2012-11.

6. 그림

 서울메트로, 코레일 공항철도 역정보의 역 안내도를 참조한 제 2차 창작물.
  (http://dmzap1.seoulmetro.co.kr/station/stationinfo.action,
   http://www.arex.or.kr/cyber/html/station/statio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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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역 명:                      조사 일자:                       작성자:
<지체장애인>

호선 외부⇆내부 출입의 문제 환승 내부⇆내부 환승의 문제
E/V 리프트 E/V 리프트

계 출구 환승구간
<시각장애인>

구분 점검내용 상태표시
(적절○/미설치×/미흡설치△)

외
부
출
입
구

계
단

계단 출입구 수:

점
자
블
록

규격 준수 여부(크기/색상/재질-철재사용여부)
주변 외부 및 보도에 설치된 선형블록에서부터 
연계설치 여부
외부출입구가 역사관할 아닌 경우 점자블록의 
연계설치 여부
해당 외부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승강
장에 이르는 통로까지 점자블록의 연계설치 
여부(단,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 위한 별도
의 장소 설치한 경우, 그곳까지만 연계설치
하면 足)

매

대

승

중앙분리대 無) 시작과 끝 지점 0.3미터 전면에 
계단 진입폭 만큼 점형블록 설치 여부, 계단 중
앙으로 선형블록 유도설치 여부
중앙분리대 有) 그 부분의 점형블록 생략. 대합
실 방향 기준, 계단 우측으로 선형블록 유도설
치 여부 

손
잡
이
&
점
자
표
지

계단 양측면에 연속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였는지 
여부(단, 소화전, 방화셔터 등의 설치 위치에는 
끊어질 수 있음) - 설치된개수/설치해야하는 개
수(중앙제외) 
양측 계단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 수평손
잡이 부근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만약, 중앙분리대 설치돼 있다면 중앙
손잡이 부근도 조사(지침에 언급은 없음)

점자 상태: 마모정도 등
글자: 방면표시 병기여부(애초부터 없거나 
마모되어 없는 경우 포함)
수평부: 설치 위치-손잡이의 수평부에 설치

점
자
글
자

수
평
부

비
율

부록2.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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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비율: 설치된개수/설치해야하는 개수(중앙
제외)

음
성
유
도
기

설치위치: 역으로 들어가는 방향 기준, 우측 벽
면이나 기둥 등
음질상태/동작불량 여부

E
/
S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수:

점
자
블
록

규격 준수 여부(크기/색상/재질-철재사용여부)
주변 외부 및 보도에 설치된 선형블록에서부터 
연계설치 여부
외부출입구가 역사관할 아닌 경우 점자블록의 
연계설치 여부
해당 외부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승강
장에 이르는 통로까지 점자블록의 연계설치 
여부(단,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 위한 별도
의 장소 설치한 경우, 그곳까지만 연계설치
하면 足)

매

대

승

에스컬레이터 진입폭만큼, 승강장 디딤판에 바
로 인접하여(센서 있는 경우 센서에서 0.3미터 
띄어) 점형블록 설치 여부

이동손잡이 전면의 점형블록 제거 여부
선형블록을 타는 방향 에스컬레이터 전면의 점
형블록에 연계하여 설치하였는지 여부. 단, 계
단이 병설되어 있는 경우 선형블록은 생략하도
록 함.

손
잡
이
&
점
자
표
지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
하였는지 여부(설치 의무는 없음)

수평고정손잡이 설치O) 수평고정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에 점자표지 설치 여부

점
자
글
자
수
평
부
비
율

수평고정손잡이 설치X) 근거리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가장 가까운 손잡이 부근
/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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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성
유
도
기

설치 위치: 타는 방향 쪽 벽면이나 기둥
음질상태/동작불량 여부

E
/
V

엘리베이터 출입구 수:

점
자
블
록

규격 준수 여부(크기/색상/재질-철재사용여부)
주변 외부 및 보도에 설치된 선형블록에서부터 
연계설치 여부
외부출입구가 역사관할 아닌 경우 점자블록의 
연계설치 여부
해당 외부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승강
장에 이르는 통로까지 점자블록의 연계설치 
여부(단,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 위한 별도
의 장소 설치한 경우, 그곳까지만 연계설치
하면 足)-E/V의 경우 대합실 내의 E/V입
구에서의 연계설치여부

매

대

승

각 층 엘리베이터 조작반 0.3미터 전면에 점형
블록 2장 설치여부

점
자
표
지

외부조작반: 엘리베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모든 
버튼과 비상호출 버튼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각 층별)
내부조작반 중 일반버튼(내용은 상동)
내부조작반 중 휠체어 사용자 버튼(내용은 상
동)

음
성
유
도
기

설치위치: 조작반 위(대합실 내/지상(외부))
음질상태/동작불량 여부

매
표
소
( 자
동발
매
기)

매표소(자동발매기) 수(위치):

점
자
블
록

규격 준수 여부(크기/색상/재질-철재사용여부)
매표소 창구와 자동발매기 0.3미터 전면에 점형
블록 설치 여부(점형블록 3장 설치)
창구가 폐쇄됐거나 자동발매기 설치 위치를 이
동했음에도 점자블록을 제거/이설하지 않은 부
분이 있는지 여부

점
자
표
지

자동발매기의 모든 버튼 및 투입구에 점자표지
가 묵자와 병기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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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성
유
도
기

대합실 내 선형블록을 따라 진행할 때 무선리모
콘(송신기)를 작동시켜 매표소/자동발매기로 쉽
게 접근 가능한지 여부
(설치위치: 매표소창구 위나 자동발매기 인근.
음질상태/동작불량 여부)

개
찰
구

개찰구 수(위치):

점
자
블
록

규격 준수 여부(크기/색상/재질-철재사용여부)
진입구 0.3미터 전면의 점형블록 설치 여부(2장 
설치, 실제 진입구 중앙과 카드 대는 곳 또는 
투입구 쪽 개찰구에 걸치게 설치)
개찰구가 폐쇄했거나 이동한 경우 점자블록의 
제거/이설여부

점
자
표
지

(점자블록이 설치된 개찰구 기준)
개찰구 상판의 카드 대는 곳이나 표 투입구 근
처, 쉽게 촉지 가능한 곳에 출구번호(나가는 방
향), 열차방면(타는 방향)의 정보를 포함한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설치 의무는 없
음)

음
성
유
도
기

대합실 내 선형블록을 따라 진행할 때 무선리모
콘(송신기)를 작동시켜 개찰구로 쉽게 접근 가
능한지 여부
(설치위치: 개찰구 위나 인근. 음질상태/동작불
량 여부) 

승강장
승강장 개수(지하철 노선 수 및 상.하행선):                

x 호
선 
xx방
면
X-X
(승강
구 
번호)

점자블록 연계
설치 여부
(계단, E/S, 
E/V), 규격 
준수 여부(크
기/색상/재질)

음성유도기 
설치/작동여부
(설치위치: 
주요 내부시설, 
승강장계단, E/S, 
E/V, 환승통로 
기타 연결시설 진
입부, 승강장 끝
부분)

점자표지
1. 스크린도어의 비상문 또는 고정문의 점자표지
    1.1. 설치 여부(가령, 승강구가 1-1부터 10-4까지 있는 경우 각 
승강구마다 점자표지 설치돼 있는지 여부-돼 있으면 O)
    1.2. 색상(해당 노선의 색깔을 바탕색으로 하도록 돼 있음)
2. 연계된 계단, E/S, E/V 관련,
    2.1. 계단: 승강장 쪽(좌/우), 대합실 쪽(좌/우)의 손잡이 점자표
지의 각 설치 여부 및 상태 +글자 병기 여부 +수평부 설치 여부
       - 설치된 개수/설치해야하는 개수(중앙제외)
    2.2. E/S: 수평고정손잡이 설치여부, 설치O면 점자표지 설치여
부 및 상태+글자병기여부(좌, 중간, 우)
    2.3. E/V: 내/외부(승강장, 대합실의 각 외부조작반)조작반의 점
자 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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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역별 지체장애인 환승경로

1. 강남역 

2. 고속터미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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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대역 

4. 사당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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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역 

6. 선릉역

- 108 -



7. 신도림역

8. 잠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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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로3가역

10. 홍대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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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개입행동 

- 경찰 내부의 두 개의 시선을 중심으로

박진옥(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홍혜영(경제학부 학부과정)

이은진(심리학과 학부과정)

Ⅰ. 서론

  가정폭력1)은 오랜 기간 동안 비가시화되어 있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광범위한 규모로 일어나며 피해 실태 또한 심각하다.2)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폭력이 반복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적시에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중

범죄3)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에 한국은 1998년부터 가정폭력근절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4)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5)을 제정하여 이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여전

히 많은 아내들이 가정 내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6) 재범율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7) 

1) ‘가정폭력’을 어떤 용어로 명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아내 구타, 아내폭력, 매맞는 아
내, 부부 폭력 등 경합하는 다른 용어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 용어에서 방점을 찍는 대상이 다르
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하는 폭력을 다룬다. 엄밀한 
정의를 따른다면 여성 폭력, 아내 폭력 등의 성별권력관계를 드러내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
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개입행동을 알아본다는 취지에 따라 법률상 용어인 ‘가정폭력’을 사용하기
로 한다.

2) ‘한국여성의전화’의 통계에 의하면, 결혼기간 중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6가구 중 1가구
이며, 피살된 여성의 46%는 친밀한 이성파트너의 의하여 살해되었고 이 가운데 73%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진 폭행이라고 한다. 

3) 공권력의 개입 없이 방치된 가정폭력 사건은 “죽거나 죽이거나”의 결과로 치달을 수 있다. 한국여성
의전화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남편
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0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
성은 최소 49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범죄를 막다가, 혹은 막았다는 이유로 자녀나 부모 등 무고
한 35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반대로, 계속되는 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여성
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4) 「가정폭력방지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01.17. 법률11150호로 개정된 것).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3.07.30. 법률 11981호로 개정된 것). 
6)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만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부부폭력률은 53.8%로 나타으며,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도 16.7%였다. 신체적 폭력 발생률을 기준으
로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5배나 되는 높은 수치이다. 결혼 
이후 평생 동안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발생률 23.5%, 정서적 폭력 50.7%, 경제적 폭력 
13.9%, 성학대 13.5%이다.

7) 경찰청 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7.5%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2년 32.2%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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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법제의 미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접근은 지속된 법 개정으로 인해 제도적인 흠결이 상당 부분 보완되었음에

도 대한민국 전체의 절반이 넘는 부부들이 아직도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현상

을 완벽히 설명해내지 못한다. 부족하나마 법조항대로 사법주체가 법을 집행한다면,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법 주체의 가정폭력 사건에의 집행 해태8)이다.  

본 논문은 사법 주체 중에서도 가정폭력 사건 해결에 중요성이 지대한 경찰(정춘숙, 

2000; 허남순 외 2000; Green & Kelso, 2010)에 주목하여 이들의 법의 실효적 집행

을 가로막는 요인을 탐구하고자 했다. 장애 요인은 제도적 제약과 인식적 요인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법조항과 제도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이의 해석을 거쳐 

개입행동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인식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

다. 그럼에도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 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너무 오래되어 최

근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거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밝혀내는 데에 중점을 두

었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고 해도 현황 분석에 그쳤다(신용현, 

2004; 윤영아, 2005; 김영란, 2007; 오세연, 2009; 김재엽 외, 2011).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적 요인을 다룬 연구들(허소영, 허남순, 2003; 주명

희, 2006; 황미진 외, 2010; 길재식, 2012)도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경찰을 하나의 균질적인 집단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내부에 존재하는 편차를 짚어내

는 데에 실패했다. 경찰 내부의 다양성 파악의 실패는 획일적인 정책 제언으로 이

어져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개입행동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키지 못했다. 둘째, 대부

분 설문지법 등의 양적 연구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심층적이고 유기적인 인식 요인

을 밝혀내는 데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 경찰의 개

입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식적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적절한 개입 행동을 

제고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경찰은 ‘하나의 조직

체’라고 파악하기 어려웠다. 우선, 경찰 집단 내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이

를 설명하는 논리 구조가 상이한 두 집단을 찾아낼 수 있었다. 두 집단은 가·피해

8) 실제로 2010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구대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지난 1개월 동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실질적 체포로 이어진 적이 없는 경우는 36.4%로 나타났으며 3건 미만이었던 경우는 
60.2%로 나타났다. 

   황미진 외(2010)에서도 가정폭력 출동 경험에 대한 질문에 64.6%의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다고 대답
했으며 이 중 65.4%의 경찰이 소극적 대응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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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태도, 가정폭력의 구조적 특이점에 대한 인지 여부 등 여러 항목에서 답

변의 온도차가 선명했다. 또한, 각 집단 내에서의 답변의 수사적 구조는 일관되고 

유사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가정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가해자에게 심정

적 동조를 내비치는 원인이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의지 부족에

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합리성’에 근거해 도출된 결과임을 지적할 

것이다. 나아가 두 집단이 차이를 보인 원인을 바탕으로 경찰들이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덧붙일 것이다. 

Ⅱ. 선행연구

1. 가정폭력의 개념 

관련 법률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

를 수반하는 행위로, 그 행위의 내용적 불법은 우리 형법의 각칙 조항을 준용하여 판단한

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불법을 판단하는 ‘전형적인’ 우리 형법의 구조

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유엔인권위원회가 가정폭력을 1) 성별에 근거한 2) 신체, 언어, 정

신적 폭력을 비롯한 광의의 폭력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 형법은 가정폭력의 

‘젠더성’을 몰각하고 폭력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의 특성인 지속성, 성

별성, 복합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양현아, 2001)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발생원인의 측면에서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방식은 크게 1) 병리적 성격장애에서 원인을 

찾는 이론(김광일, 1997)과 2) 가부장제에 의한 가족 내 여/남의 권력관계에서 원인을 찾는 

이론(정희진, 2001; 김은경 외, 2009), 마지막으로 3) 자신이 경험한 역할 모델 내에서 폭력

을 관찰·학습하여 이를 재생산한다는 사회학습이론(김경희; 1995)이 있다. 이 연구가 주목

하는 것은 여성주의적 관점에 따라 가족 내 권력관계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론이다. 이 이

론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그의 사회문화적 조건상황을 강조하여, 가정폭력이 가족 내 성별

권력차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가정폭력’이 아닌, ‘아내폭력’이라

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에 내재한 불평등한 구조가 사건화

된 ‘현상’이며, 따라서 사건(event)에 집중한 일회적인 접근법으로는 가정폭력을 억제할 

수 없고(Breines & Gordon, 1983; Yllo & Bograd, 1988; Mauricio & Gormeley, 2001), 가시적

인 신체적 폭력행위 못지않게 그 이전부터 이어져온 정서적, 경제적 학대와 방치 또한 주

목해야 한다(Stark, 2007). 가·피해자는  특이 집단이 아니며, 우리사회에 일반적으로 존재

하는 가부장적 권력구조의 일면에 불과하다(정희진, 2001; 김은경 외, 2009).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차는 분명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가정폭력의 반

복·강화성이다. 이러한 특징이 발견되는 이유로 먼저 ‘매 맞는 여성증후군’ 가설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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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다. 가해자는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점차 강화된 물리력을 행

사하고, 피해자는 그에 반해 점점 무력해진다. 긴장-폭행-참회 및 이완의 세 국면이 지속적

으로 반복되면서, 가해자는 만성적인 폭력에 익숙해지고, 피해자는 점차 저항하지 않게 된

다(Walker, 1984). 이 이론은 가해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개념상 가해자와 

대립하는 피해자는 반복되는 폭력에 노출된 무기력한 존재로 그려진다. 반면 가부장제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찾는 여성주의적 접근법에서는 이러한 무기력한 피해자-병리적 가해자

의 이분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피해자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매맞는 여성증후군’ 

가설의 경우 폭력이 반복, 지속되는 원인을 폭력 자체에 내재하는 병리적 현상과 피해자의 

저항포기에서 찾는다면, 여성주의적 접근은 가부장적 권력구조가 폭력의 특성과 맞물려 일

어난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전자는 ‘얼마나 피해자가 맞았는지’, ‘몇 번의 학대상황에 

노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문제 가정 내 폭력의 지속·강화성을 판단한다면, 후자는 피해

자의 발화를 통해 사회,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맥락을 짚어내려 한다(정희진; 2001, 김은경 

외, 2009).  

2. 경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최초로 만나는 기관일 뿐 아니라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정춘숙, 2000; Thomas 

Green & Chandrika Kelso, 2010). 경찰은 아내 폭력 문제를 사적인 문제에서 법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문제로 전환시키는 막중한 책임을 갖는다(허남순, 장희

숙, 김유순, 2000). 또한 가정폭력사건은 피해양상이 중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절차보다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사실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춘숙(2000)에 의하면 입건이 되지 않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의 현장 대처만으로도 가해자의 행동 통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9) 

선행 연구들은 경찰관들이 여전히 가정폭력을 ‘집안 일’,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주명희(2006)에 따르면, 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

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55.6%가 ‘가정폭력 사건은 경미한 사안이라 경찰관이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문항에 동의했다. 대답의 예로 경찰관들

9)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남편의 말만 듣고 간 경우 행위자가 폭력적 행동을 보인 경우가 55.6%, 경
찰이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할 경우에 행위자가 폭력적 행동을 보인 경우가 42.1%를 차지하고 
있고, 경찰이 충동하여 기록은 안하고 접수 약속을 한 경우 행위자의 50.0%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
다. 

    경찰이 양쪽의 말에 공정하게 경청한 경우는 이후 행위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31.0%를 차
지하고 있고, 상황을 모두 기록하고 접수시킨 경우에는 행위자의 28.6%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경
찰의 태도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 후 남편의 태도가 달라짐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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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찰관이 가정을 파괴했다는 비난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답함으로써 가

정을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여성가족

부(2010)에서도 지구대와 형사계 경찰관 모두가 경찰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

지 않는 의견이 과반이었으며,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라고 답했다.10) 그러나 황미진 

외(2010)에서는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사건을 공권력에 개입될 만큼 심각한 범죄행위

로 인식했는데, 이를 통해 설문지법을 통한 연구의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들은 가정폭력을 지속성을 지닌 통제 수단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허

용 가능한 ‘부부싸움’으로 사고하고 있었다. 주명희(2006)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대다수의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고도 잘 지낸다’고 답함으로써 가정폭력의 반

복 강화라는 특성에 대해 무지함을 보였으며, 여성가족부(2010)에서도 가정폭력 사

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여성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인지함으로써 양측의 다

툼으로 가정폭력을 사고했다.11)

Ⅲ. 연구대상 및 방법론

1. 연구방법론: 심층면접법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크게 사법주체의 제도적 제약과 인식적 요인을 두 가지를 

가정폭력방지법의 실효적 집행이 좌절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팀은 

인식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에 착수하였다. 서론에서 제기했듯 제도를 해

석·적용시키는 사법주체의 태도를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전자는 배제했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법을 택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설문지법에 크게 의존한 선행연

구(허소영, 허남순, 2003; 주명희, 2006; 황미진 외, 2010; 길재식, 2012)를 보완하고 

경찰의 개입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세밀한 인식 요인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질적 연구이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를 통해 경찰관의 인식적 요인을 전체적인 관점

10)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지구대 경찰 응답자의 생각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의 개입이 필
수적이다'의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1.4% ,'그렇지 않다' 43.2%로 나타나 가정폭력 사건에 대
한 경찰의 개입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다'의 문항에서도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례가 71.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형사계 경찰들도 지구대 경찰들과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의 개입
이 필수적이다'의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0.3%, '그렇지 않다 '44.8%로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의 개입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다'
의 문항에서 '매우그렇다'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1) 지구대 경찰들은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인 여성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존재한다'의 문항에서 
'약간 그렇다'는 응답이 71.1%로 매우 높게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고려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형사계 경찰들도 '약간 그렇다' 68.5%, '매우 그렇다' 10.1%로 과반수 이상이 가정폭
력 사건에서 피해자인 여성에게도 책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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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istic view)에서 따라가는 것은 기존 연구가 미진했던 점을 보충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 존재하는 커다란 편차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인터

뷰한 경찰관들을 유의미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두 개의 집단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가정폭력의 성격에 대한 이해이다. 가정폭력의 반복 강화적 

특성과 가부장 사회의 권력 관계 속 지배의 도구의 측면을 인지하고 있으면 집단2, 

그렇지 않은 경우 집단1로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각 집단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으로부터 서로 다른 행동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사법주체의 실효적 법

집행을 가로막는 심층적 인식 요인들을 탐색했다. 두 이어지는 장에서는 각 집단에 

속하는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사건의 해결에 소극적 혹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원인

을 가정폭력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개입 행동의 연계 고리 속에서 밝혀낼 것이다. 

2. 연구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2013년 7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의 경

찰관 중 가정폭력 사건을 맡아봤던 사람을 대상자로 선택했다. 인터뷰 섭외는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줬으며, 총 인

터뷰 대상자는 7명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경찰관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1> 연구대상자들의 인적 정보 (단위 : 명)

근무지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1 3 3

계급 경장 경위 경사
1 3 3

경력 10년 미만 10~19년 20~29년 30~39년
2 2 3

연령 30대 40대 50대
2 2 3

혼인여부 미혼 기혼
0 7

성별 남 여
5 2

<표2> 집단 구분과 표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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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분 인터뷰 일자 이름 표기

집단1 2013.07.29 대상자A
2013.08.14 대상자B

집단2

2013.07.03 대상자C
2013.08.05 대상자D
2013.08.08 대상자E
2013.08.13 대상자F
2013.08.20 대상자G

Ⅳ. 비교분석1: 가정폭력의 성격에 대한 이해

우선 집단1과 집단2가 가정폭력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를 갖고 있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가정폭력과 일반 폭

력 사건과의 차이점,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주로 물어봤고, 인터뷰 도중 

다른 대목에서 엿보인 대상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종합했다. 

1. 집단1의 가정폭력의 성격에 대한 이해

1) 사건 처리 절차의 차이

집단1은 가정폭력 사건과 일반 폭력 사건의 차이를 반복 강화성 등 성격적인 면

에서 인지하기보다는, 법제상 차이나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의 차이로만 인지했다. 

대상자A는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일반 폭행은, 단순 폭행 같

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벌하지 말으라 그러면은 처벌을 못하지만, 가정폭력은 백

프로 처벌해야 돼. 친고죄가 아니니까.”라며 두 사건의 법제상 차이를 들었다.12) 

성격적인 차이를 재차 물었지만 “그런 것은 없어. … 처벌 차이밖에 없어.”라고 

못 박았다.13) B 역시 가정폭력 사건이 다른 폭력과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가정폭력 

사건이 일반 폭력 사건에 비해 처리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는 점을 들며 『가정폭력 

현장대응 매뉴얼』을 보여줬다.14) 이는 지구대 경찰들의 경우 가정폭력 사건은 까

다롭고(78.4%) 부담스러운(72.7%)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여성가

족부(2010)의 조사와 일치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가정폭력 사건의 재범률이 높다는 것을 아예 인지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자가 ‘재범률이 높다고 들었다’는 말을 했을 때

에야 대상자A에게서 “한 번 때리다 보면 계속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라는 대답

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대상자B 역시 재범률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12) 인터뷰, 2013.07.29.
13) 인터뷰, 2013.07.29.
14) 인터뷰,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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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때려본 사람이 계속 때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가정

폭력 사건의 재범률이 높은 것을 “강압적 통제”15)의 기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연결 짓지 못했다.

2) ‘가정 내에서 일어난 폭행죄: 가해행위 중심의 협소한 이해

집단1은 가정폭력에서의 권력관계보다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행

위(acts)에만 집중한다. 즉, 집단1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발생했는지를 1단계로 검

토하여 폭력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가·피해자의 관계가 부부라면 폭력죄의 

‘특별법’인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사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에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은 단순하다. 폭력 이면의 성별권력관계와는 무관하

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은 무조건 ‘가해자’가 된다. 

맞은 사람은 무조건 피해자지. … 공격한 사람은 무조건 가해자. 쌍방[이 신체적 폭력을 행사

한 경우]일 때는 … 같이 피해자도 되고 같이 가해자도 되는 거야(대상자A).

행위 중심적 이해는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고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등

만 존재했던 사건은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협소하게 적용된다. 언어적 폭

력만 있었던 사건은 “마누라 폭력은 안 하고, 둘이 막 다툰” 부부싸움 이상의 함

의를 갖지 않으며, ‘폭력’으로 명명되지 않는다.16) 이는 “성별권력관계라는 아내

폭력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이다.17) 

이들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만 가정폭력을 협소하기 이해하기 때문에 대항

폭력의 정당성을 부정한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참고 맞

으면은 피해자가 되지만, 맞다가 때리면 자기 방어 차원에서 때려도 같이 가해자”

가 된다.18) 이러한 이해 방식은 폭력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희생되었으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결백한’ 여성만을 피해자로 여기는 전형성을 구축하고 강화한

다.19)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피해자성’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은 폭력 상황을 견디는 것을 가정 보호를 위한 덕목으로 인식하는 것까

지 나아간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하게 된 사건을 회상하며 대상자A는 “맞고 있는 

15) 허민숙,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페미니즘연구』 제12권 제2호, 2012,
16) 인터뷰, 2013.07.29.
17) 김홍미리, 「여성주의 관점에서 ‘아내폭력’ 이해하기」, 한국여성의전화 기획, 『가정폭력: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파주:한울, 2009, p.25. 
18) 인터뷰, 2013.07.29.
19) 허민숙, 앞의 글,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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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신고할 의사가 없는데 … 옆집에서 부부싸움 한다고 신고”를 했다고 여기

며, “그러면 마누라 입장에서는 맞고 있었던 이유가 없지.”라고 말했다. 그가 말

하는 “맞고 있었던 이유”는 다른 대목에서 드러난다.

우리 때만 해도 …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어머니 때렸지, 어머니가 못 때려. 그거를 보고 컸

어. …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 옛날 말에 ‘애기들 때문에 참는다. 애기들 때문에 참는다.’ 

그게 5~60대에게 조금 더 있단 말이야. …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도덕 배우고, 윤리 배우고 

그런 마음이 담겨있으니까 여자도 참을성이 더 많지, 5~60대는.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 그

렇지만 3~40대, 20대는 그것이 없다는 이 말이야(대상자A).

즉,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더라도 “애기들 때문에” 참는 것은 가부장제 하의 여

성이 수행해야 할 어머니로서의 “도덕”이고 “윤리”이다. 이렇게 여성의 인권보

다 여성의 가족 내 성 역할 수행이 우선시될 때 “맞지 않을 권리”는 유보되거나 

사소화된다.20) 또한 여성의 가족 내 성 역할은 가정폭력 발생의 중요 요인이다. 

“[아내가] 상대를 안 하면 가정폭력이 반으로 줄어, 반으로. 남편이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아내가 상대를 안 하고 나가버리면 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21) 즉, 아

내가 가정보호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가장인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성 역할을 수행

하지 않았을 때 아내는 가정폭력을 심화시킨 책임을 지게 된다.

2. 집단2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중요성 인지

집단2는 집단1에 비해 가정폭력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겼다. 그 논거 중 

하나는 가정폭력 사건이 강력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가정폭력 사건은 외국에서는 엄청 강력범죄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도 보면 살

인사건이 나는 경우가 가정폭력에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원인이 다 그거예요. ‘묻지마 

살인’ 1년에 한두 건이나 있어요? 없죠. 가정폭력이 제일 무서운 사건임에도…(대상자C).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 큰 강력사건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범죄라는 것이죠. 

왜냐면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흥분하면 집에는 항상 칼이 많이 있잖아요(대상

자D).

가정폭력이‘잠재적’ 강력범죄로 취급될 만큼 위험한 사건이라는 집단2의 인식

20) 정희진,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가정 폭력과 여성 인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1, 
pp.175-176.

21) 인터뷰,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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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살된 여성 중 46%가 친밀한 이성 파트너에 의한 것이라는 실태조사(최선애, 

2007)와 일치한다. 

2) 가정 폭력의 반복·강화성

집단2는 가정폭력 사건 자체가 반복 강화되는 특징이 있다고 인식했다. 재범률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던질 때에야 반복성을 지적했던 집단1과는 달리, 집단2는 가

정폭력 사건이 일반 폭력 사건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반복 강화성을 곧바로 제시했

다. 집단2는 가정폭력 사건이 반복 강화되는 이유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다는 것도 짚어냈다. “[일반] 폭행인 경우는 남남이기 때문에 습관

적일 수는 있지만 상대가 다를 수가 있죠. 가정폭력은 … 습관적, 반복적으로 한 사

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나 부인인 경우에.”라는 언급이나,22) “가

정폭력 사건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 지속성이 강하고 … 피해에 대한 

앙금 같은 게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23) 등의 언급에

서 잘 드러난다.

3) 공적 해결의 필요성

집단2는 그동안 가정폭력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가정 내의 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했다. 대상자G는 최근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한 이유가 

“예전에는 꼭꼭 가정 내에서 감추고만 있었던 내용이 사회적으로 이제 드러나서”

라고 봤다.24) 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가정에는 권력, 정치, 인권, 

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본다.25) 집단2

는 과거의 경찰이나 동료 경찰이 “가정폭력은 정말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둘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동시에,26) 가·피해자

도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를 따른다고 인지했다.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 외부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는 

하니까 출동해서 가면은 “왜 왔냐.”고, “가라.”고 그러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재신고가 

되고. ‘가정 내의 일인데 왜 제3자가 개입하느냐’는 고정관념도 있고(대상자D).

이처럼 집단2에게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는 “고정관념”으로, 극복되어야 할 

22) 인터뷰, 2013.08.08.
23) 인터뷰, 2013.08.20.
24) 인터뷰, 2013.08.20.
25) 정희진, 앞의 책, p.87.
26) 인터뷰,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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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일”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개입이 없이는 “또 

싸우”게 되는, 권력관계를 끊어내기 어려운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4) 가부장제 하의 통제기제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인 ‘가부장제 하에서의 통제 기제’에 대해

서도 집단2는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잘못된 이기심”, “잘못된 위치”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남자들이 만나게 되면 “야, 여자들은 말야, 한 달 내에 기를 잡아놓지 않으면 아주 여자들이 

난폭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거를 평소에 친구들한테 들은 거예요(대상자E).

‘내가 남자다’ 하는 잘못된 이기심, “너는 내 마누라다, 와이프다” 하면서 [아내를] 수준 

아래로 은연중에 그렇게 보면서 “내가 바깥에서 돈 벌어오고 가장으로서 모든 걸 끌고 가는데 

너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너라.” … 가정에서 잘못된 위치에 있는 남편의 입장. 그게 주된 원

인이 되고 그게 불씨가 될 수 있죠(대상자F).

집단2는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는 논거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의 성격적인 특성을 들기도 했다. 사건을 맡으면서 봐왔던 가해자들이 신체

적으로 왜소하거나, 성격적으로 소심하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권위자”이고 싶어 

하고, 부인을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성격 중에 확 트이고 쾌활한 사람 없어요. 소심하고 밖에서는 조용하고 이런 사람들

이 ‘부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

아요. … 분출구가 없으니 집에 와서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하는 거죠(대상자C).

밖에 나왔을 때 직업상으로라든지, 신체상으로 갑과 을이 있다면 ‘을’의 입장에 있거나, 신

체적으로 조금 왜소한 사람들이 집에서 부인한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가정폭

력이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받는 

억압을 집에서 해소하려는, 집에서라도 약간 권위자이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 같아요(대상자D).

가해자가 소심하고 왜소한 사람이라고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가해자가 가정 내에

서와 바깥에서의 행동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경찰관도 있었다. 대상자E는 “가폭하

는 사람 바깥에선 너무 친절해요. 너무 잘해요.”라며 “마누라한테만 그래요. … 

부인은 만만하니까.”라고 뒷받침했다. 집단2 내부에서 가해자에 대한 인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정 내에서의 통제’와 연결 지으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부

장제 사회에서 친밀성의 상징인 가족의 이미지와 가정폭력의 실상은 공존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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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폭력 남편은 정신병자나 성격 파탄자 정도로 여겨져 왔다.27) 집단2는 완

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데올로기로부터 탈피했다고 볼 수 있다.

5) 가정폭력에 대한 확장적 이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가정폭력을 협소하게 이해했던 집단1과 달리, 집단2

는 언어적 폭력 등을 포함한 것으로 가정폭력을 이해하고 있었다. “아예 무시를 

한다든지, 서로를 비하를 하든지, 욕설을 하”는 것도 가정폭력의 하나의 “유형”

이라고 말하거나,28) “나중에 위협 욕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조치를 취했다

는 발언29) 등에서 집단2는 보다 넓은 의미로 가정폭력을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집단2가 “말로 하는 욕설 정도로는 아예 신고 자체가 안 들어오”거나,30) “증

명할 방법도 없”다고 언어적 폭력을 이해하는 것은 집단1과의 중요한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형성한다고 가정할 때, 신고 접수된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신체적 폭력

을 수반했다는 것을 “몸싸움에서 폭행, 상해까지 이르러야 신고가 들어와[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31)과 언어적 폭력은 범죄로서의 가정폭력이 아니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중대한 차이이다.

6) 대항폭력에 대한 인식

피해자의 대항폭력에 대한 인식은 집단2 내부에서 편차가 심했다. “그런 경우는 

되게 흔하진 않네요. 거의 기억에 없네요.”라며 피해자가 대항폭력을 휘둘렀던 사

건 자체가 적었다고 말하는 경찰관도 있는 한편,32) 집단1과 유사하게 행위에 초점

을 맞춰 “쌍피[쌍방 피해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33) 가장 특기할만한 답변

은 대상자E의 답변으로,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다 책임이 있는 거죠. 때려

서는 안 되죠.”라고 하면서도34) 대항폭력이 가정폭력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남자[남편]의 습관은 술을 먹고, 술만 먹으면 계속 폭행을 하려고 하고, 기물을 파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자[아내]는 굉장히 드세. 막 폭행을 하려고 하면 이 여자가요, 남자한테 막 

27) 정희진, 앞의 책, p.97.
28) 인터뷰, 2013.08.20.
29) 인터뷰, 2013.08.13.
30) 인터뷰, 2013.08.05.
31) 인터뷰, 2013.08.05.
32) 인터뷰, 2013.08.05.
33) 인터뷰, 2013.07.03.
34) 인터뷰,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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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해. “이 개 같은 새끼야.” 이 육두문자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게 욕을 하는 거예요. …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이겨낼 수 없는 거야. (중략)

그런데 사실은 나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 우리 신랑은 화가 나니까는 나보고[나를] 이 

계단에서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멱살을 딱 잡고 ‘같이 넘어지려면 같이 넘어지자’ 그래

가지고 같이 넘어갔어. 그래서 우리 신랑은 나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대상자E)

대상자E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폭력을 사용한 경우’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봤

던 가정폭력 사건 하나와 실제 자신의 남편과 있었던 경험을 들려줬다. “폭행”에 

대항한 아내의 “육두문자”와, “계단에서 밀어내는” 것에 대항한 “멱살”잡이

는 남편이 아내를 “이겨낼 수 없”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갖는다.

Ⅴ. 비교분석2: 가정폭력신고 접수 시 개입행동

1. 집단1의 개입 행동

1)‘가해행위’ 중심의 제한적 접근

집단1의 개입 행동은 신체적 폭력의 발생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집단1

은 명백히 확인된 신체적 폭력이 있을 때 법률과 매뉴얼을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되는 작업은 폭력 간 위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집단1에게 

신체적 폭력은 다른 범주의 폭력에 비해 “심각”한 폭력이며, 신체적 폭력도 그 

양태에 따라 “심각”성이 나뉜다. 이는 매뉴얼35)의 이해 방식과 동일하다. 매뉴얼

의 20문항 중 2문항은 폭행의 심각도에 대한 것인데,36) 매뉴얼은 이 항목을 ‘경미

한 폭력’, ‘다소 심한 폭력’,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폭력’의 3단

계로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앞서 집단1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지 신체

적 폭력의 행사 여부로 파악한다는 것을 살펴봤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신체적 폭

력을 행사했을 때 고려되는 것은 “누가 더 많이 때리고, 누가 더 많이 상처가 나

고의 차이지, … 똑같은 가해자고 똑같은 피해자”이다.37) 이 때 그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일단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사건이면 피해자에게 사건화하기를 설득하고 가해자에게 으름장을 놓는 모

습도 보인다.38) 또,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급 이상의 폭행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

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화를 한다.39)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면 싸움의 원인

35) 2012년 6월에 경찰청이 배포한 『가정폭력 현장대응 매뉴얼』. 이 매뉴얼은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
사표’에 따라 20문항 중 총점이 16점 이상일 경우 가해자를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
다.

36) ‘폭행의 심각도(1번 문항)’, ‘과거 가장 심하게 폭행했을 때의 심각도(12번 문항)’
37) 인터뷰, 2013.07.29.
38) 인터뷰, 2013.08.20.
39) 인터뷰,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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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싸움의 원인이 뭐든지 간에 [가정폭력은] 폭력, 그리고 

기물 손괴. 그거 두 가지뿐”인 것이다.40) 

집단1에게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 형법상 폭행죄”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동 당시 신체적 폭력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집단1의 행동은 앞서의 상황

과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단적인 사례로, 대상자B는 고성, 폭언, 가벼운 기물손괴

는 ‘부부싸움’이지 가정폭력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며, 연구자에게 연구자 

또한 부모님이 싸운 것을 목격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자신의 판단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임을 확인받으려 하였다.41)

집단1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더 이상 사건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다. 집단1이, 중상해 이상의 심각한 사건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처벌불원

을 밝히면 더 이상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이다. 즉, 집단1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형법상 폭행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은 가정폭력 사건

이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왜 피해자 중심의,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

하지 못한다. 집단1은 가정폭력 사건을 지켜야 할 것이 많은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사건이라고 인식한다.42)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 상 주어진, 법의 문헌상 해석에서 도

출되는 경찰의 의무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려

고 하지 않는다. 

2) 가족 외형의 보호 

그렇다고 해서 집단1이 가정폭력 사건에 소극적이고 불성실하게 대응한다고 일반

화해서는 안 된다. 이 집단은 ‘그들 나름대로’ 가정 보호를 위하고 있다. 다만 집

단1은 가정폭력 관련 법의 ‘가정 보호’를 ‘부부 관계 외관의 유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타협해 가정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고 가정폭력 관련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라 본다.43) 집단1은 가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가해자의 감정에 호소하고 피해자

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로 인해 가해자가 설득된 것처럼 

보이고 피해자가 분을 충분히 풀었다면 형사 조치 없이도 ‘가정이 유지될 것’이

기 때문에, 집단1은 목적한 바가 성취되었다고 느낀다.44) 

40) 인터뷰, 2013.07.29.
41) 인터뷰, 2013.08.14.
42) 인터뷰, 2013.07.29.; 인터뷰, 2013.08.14.
43) 인터뷰, 2013.08.14.
44) 인터뷰,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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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에 대한 심적 동조

그러나 집단1의 이러한 행동은 가정 유지에 대한 사명감 이외에도 집단1이 가해

자에게 상당 부분 심적 동조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는 시대

가 빠르게 바뀌는 바람에 적응을 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다.45) 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는데, 피해자는 종종 “인내심이 없고 드세거나”,46) 가해의 원인

을 제공한 사람으로 묘사된다.47) 비록 집단1 또한 ‘때린 사람’이 잘못했다는 점

은 분명히 하고 있으나, 가정 내 불화가 ‘사건화’된 데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48) 집단1은 심각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가엾게 여겼으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1은 가해자 혹은 그 자녀들에게 심정

적 동조를 보냈다. 집단1은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하지 않을 것을, 그 이

유로 ‘자녀’의 존재를 들어 ‘설득’하였다.49) 

2.  집단2의 개입행동

1) 적극적인 공권력 개입의 필요성 인지

집단2는 사인(私人)간의 문제기 때문에 공권력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원

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출동 시 경찰관이 직면한 폭력상황은 당사자 간 장기간 지

속·강화된 불화의 결과물이므로 초동조치 이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적 공권

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50) 이는 집단2가 사건 이전부터 가·피해자간 문

제적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져왔음을 알고,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반복·강화된다

는 사실에 미루어 일회적인 사건의 해결만으로는 추가적 피해 발생을 막기 어렵다

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집단2는 모두 당사자 간 자율적인 사건의 해결가능성이 낮다

고 본다는 점이다. 이는 집단1이 ‘당사자를 우선 화해시키는 것’이 사건의 종결

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대비된다. 집단2는 공권력의 소극적 대처는 오히려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폭력을 저지를 여지를 마련한다고 보기 때문에,51)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가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학습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집단2는 공권력의 적극적인 위하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

을 깨닫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반복된 폭력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길이라 믿

45) 인터뷰, 2013.07.29.
46) 인터뷰, 2013.07.29.
47) 인터뷰, 2013.08.14.
48) 인터뷰, 2013.07.29.
49) 인터뷰, 2013.08.14.
50) 인터뷰, 2013.07.03.; 인터뷰, 2013.08.13
51) 인터뷰,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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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의 미비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

강력하게 집행하는 거만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2차, 3차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한 번에 자르지는 못하겠지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에요(대상자E).

벌금형보다는, [벌금형은] 거의 다 피해자들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해자보다는 가해

자한테 뭔가 큰 고통은 아니더라도, 겁을 먹을 만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정작 피해자가 마음 

먹고 신고하고 하면은 정작 나중에 벌금 내주고 하는 사람들은 또 피해자가 돈 벌어서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간다고 하더

라도 ‘저 사람 어차피 또 그런다.’ 그런 식으로 단념해버리고 마니까. 형사처벌보다는 지금하

고 다른 새로운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해자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병원에 강제 입원 시킨

다든지(대상자G).

집단2는 모두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는 벌금형이나, 효과가 미진한 가해자 

상담 등의 조치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학습시키기 위해 가해자를 

‘구금’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52) 

가정폭력이 당사자 간 합의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집단2

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시 피해자를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집단2 내에서

도 어느 정도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지를 두고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가

장 소극적인 경우 피해자에게 이것이 처벌이 가능한 일임을 고지하고 가능한 구제

수단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여,53) 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안전과 추가적인 가해

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는 등,54) 정해진 매뉴얼 이

상으로 적극적이며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55) 한 사례의 경우, 가해자

에게 개정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자 피해자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이혼 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56) 

그 뭐 화분 하나 던졌는데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 하루 지나서 대장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직접 XXX씨[피해자]한테 전화를 한거야. (중략)

“당신은 지금보다 더 발전적이거나 핸드폰으로 위협을 한다거나, 주변을 맴돌면서 그 XXX

의 안위에 대하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우린 간과하지 않겠다. 우린 당신을 구속시킬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XXX씨의 인생을 살려줘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대상

자F).

52) 인터뷰, 2013.07.03.; 인터뷰, 2013.08.05.; 인터뷰, 2013.08.08.
53) 인터뷰, 2013.08.05.; 인터뷰, 2013.08.20. 
54) 인터뷰, 2013.08.08.; 인터뷰, 2013.08.13.
55) 인터뷰, 2013.08.08.; 인터뷰, 2013.08.13.
56) 인터뷰,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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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폭력의 유뮤에 따른 개입행동의 차이

특히 집단1과 비교하여 집단2는 신체폭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적극적인 

사건화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신체 폭력이 있을 경우 단호

하게 조치함은 앞서 인식과 관련한 단락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그러나 신체적 유형

력의 행사에 민감한 것은 집단1도 동일하다. 다만 집단1은 ‘때린’ 적이 없을 경

우 이를 단순한 부부간 싸움으로 간주하는 반면, 집단2는 그러한 정황이 없을 경우

에도 앞으로 사건이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보인다거나, 언어폭력이 사용된 경

우에도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접수된 신고를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인지했다.57) 이

것을 가정폭력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여성주의적 관점과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집단2가 자신이 처리해본 가정폭력 사건을 재구성해서 들려

달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어떤 여성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관해 자세하게 기

억하고 혹자는 연구자에게 ‘피해자가 안타깝지 않느냐’, ‘(피해자는)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식으로 이해와 감정이입을 요구했다는 점58)에서 행위 중

심의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보다 한층 여성중심적인 이해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집단2는 신체적 폭력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 
예컨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방치 – 을 그것의 처벌가능여부와 별개로 심각하게 받

아들인다.59) 즉, 집단2는 가정폭력을 ‘가정에서 일어난 폭행죄’에 그치지 않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경계사례가 존재하지만60), 집단2에서는 ‘힘을 잃은 

불쌍한 가장’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입은 전반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3) 피드백을 통한 강화

집단2 내에서도 더 적극적인 성향을 띄는 면접대상자들은 자신의 조치로 인해 피

해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재차 강조하고, 그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

는 것으로 보인다.61) 그리고 이는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강화하고, 그 결과 이후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

와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법을 찾기 위해 본인 스스로 매뉴얼 이상의 길을 찾는 긍

정적인 개입행동으로 이어진다. 

57) 인터뷰, 2013.08.08.; 인터뷰, 2013.08.13.; 인터뷰, 2013.08.20.
58) 인터뷰, 2013.08.08.; 인터뷰, 2013.08.13
59) 인터뷰, 2013.08.20.
60) “그래서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가폭사건 처리를 안해버렸어. 군인 신상에 영향을 받아요. 통보를 

하게 돼있어 군부대에. 이런 말씀 안 해야 하는데 군인 생명 하나 죽이잖아(...) 방향을 잘 잡아라 
그런 이야기만 해준 적이 있어요” (대상자F)

61) 인터뷰, 2013.08.08.; 인터뷰,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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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조정해주는 경찰이 그 중간에서 깊숙이 개입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맞춤형 개입을 

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기에서 해결해주는 게 최선의 경찰의 길인데, 거기서 더 나아간다

면 짬을 내서 … 진짜 제대로 된 가정을 찾아주는 실질적인 정신적인 지주까지도 되어주는 경찰

이 됐으면 좋겠다(대상자F).

4. 제언: 결론을 대신하여

본 논문은 가장 먼저 가정폭력 사건을 마주치는 공권력인 경찰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어떤 개입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보았다. 관련 
법규나 조치에 대한 지식은 공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집단1과 집단2가 상이한 개입 
행동을 보인 것은, 경찰관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적 요인이 가정폭력 해결에 가
지는 지대한 함의를 증명한다.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경
찰들의 개입행동을 곧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아래의 인터뷰에
서 또한 잘 드러난다.

저희가 다루는 것이 가정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뉴얼을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없
어요(대상자D).62)

경찰이 되어서 느낀 건데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언제나 보면 법은 구름을 잡고 
있고 현실은 세밀한 법을 원하고 있고. 그 중간에 경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대상자C).63)

  가정폭력이 다른 범죄와 상이한 속성을 지녔다는 것을 인식하는 집단2에서도 경
찰관이 다양한 업무를 맡기에 가정폭력 사건에만 관심과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는 
점과, 법의 추상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현실 적용에 있어서의 공백을 경찰관이 채우
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경찰들은 물리적 한계 때문이든, 지
침의 공백 때문이든 법 현장에서 자기 나름의 가정폭력에 대한 해석을 법 위에 가
미하여 개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조문 분석에 그친 연구나 인
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개입행동을 설명하려던 연구들이 핵심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을 해결하여 여성의 종속적 삶의 환경을 제고하고자 한다
면, 경찰 내부의 편차를 감안한 다초점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 집단1과 같은 경
찰관들의 가정폭력의 성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 활동에 힘을 쏟음과 동시
에, 집단2 또한 토로한 제도적 장애물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이

62) 인터뷰, 2013.08.05.
63) 인터뷰,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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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전반에 대한 통합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교육은 가정폭력 관련 법규나 발생 수치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일회적으로 실시되어 왔기에, 가정폭력 사건 자체의 성격이나 이
면에 숨어있는 성별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그러나 단순한 지식, 의지 부족
이 경찰관의 소극적 대응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주지할 때,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은 가정폭력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일 것이다. 

둘째, 최소한 현행 가정폭력특별법이 의도한 만큼이라도 개별 경찰관들이 적극적
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적 추론에 의한 
적극 개입을 과잉 개입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확실히 함과 동시에 가정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함으로써 경찰 조직 내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법령상으로 경찰은 영장 발부 없이도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지만64) 이를 제대로 활
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 개입했을 때 자신에게 징계나 민사소송 등의 조치가 취해지
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65)  

셋째, 지구대와 파출소 수준에까지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이다. 올
해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는 각 1명씩 가정폭력·성폭력 전담 경찰
관이 배치되었다. 현재 이들은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왔던 사건의 가해자
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후속 조치 안내 및 상담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정확
히 따질 수는 없으나,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가정폭력 사건 해결에 효과적이었음을 체감했다’66)며 전반적인 만족감을 
표했다. 지구대와 파출소에까지 확대 배치된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가해자의 행위 통제, 피해자 지지를 목표로 일반 경찰관들의 행동을 규율하거나, 직
접 초동대응을 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간단한 가·피해자 상담업무도 맡을 수 있
다. 경찰의 현장 대처만으로도 가해자의 행동 통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

(정춘숙, 2000)에 따를 때, 가정폭력의 성격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심화
된 이해를 가진 전문 경찰관이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며 일반 경찰관들과 동행 
출동을 한다면 가정폭력 재범율을 낮추는 데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비록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적은 수의 연구 대상자의 인터뷰만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는 두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선, 최초로 경찰 내부

64) 2013년 가정폭력 종합 방치대책 中 가해자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조항
65) 인터뷰, 2013.08.05.
66) 인터뷰, 2013.08.05.; 인터뷰, 2013.08.08.; 인터뷰,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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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차를 파악하여 상이한 두 집단으로 나눠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들과 차별화된다. 또한, 경찰관들의 개입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인식 요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설문지법의 파편화된 인식 조사를 넘어 심층적이고 유기적인 
인식을 파악해냈다. 이 연장선 상에서 다양한 지역의 더 많은 수의 경찰관들을 대
상으로 후속 연구가 행해지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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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식 싞장을 위핚 미술대학 교육에 대핚 연구 

 

서 유 경 | 서욳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읶학부 (챀임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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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 수 | 서욳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읶학부 (지도교수) 

 

인권교육은 인권실현이 시민의 책임임을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예술의 공공성 및 소통능력이 강조되는 오늘날, 예술은 사회 현실 속에서 

"내가 왜 예술인가?"라는 자기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제 예술과 인권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야 할 시점에 있다. 그런데 국내 상황을 살펴보자면, 예술과 인권의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미술대학 

교육 차원에서 인권의식 신장을 위한 노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미술대학은 미술대학생에게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동감 있는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심층 인터뷰와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 미술대학생들의 인권의식 현황을 살펴보며 문제점들을 간추려 보았다. 다음으로 

미술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과 관련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추론 하에 

관련 이론들을 탐색하였다. 또한 현재 해외에서 예술과 인권의 유기적 연계 교육이 등장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몇 가지 성공사례들을 분석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었다. 최종적으로 

미술대학 차원에서 인권의식 신장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핵심어 : 읶권, 예술, 미술대학, 교육윿 통핚 읶권, 교육에서의 읶권, 자유권, 사회권, 다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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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1 연구 배경 

미술(美術)의 본질은 아름다움 그 자체일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술일까? 어떤 사람들은 

미술을 한자 어원 그대로 해석하여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는 소수 왕족과 

귀족이 예술을 전유하던 전근대 시기에는 일정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예술인들은 스스로 

예술의 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이데거는 논문 「예술작품의 근원」을 통해 예술작품과 

예술인은 서로가 서로의 근원이 되는 순환적 관계임을 지적한다. 또한 현대 미술의 시초 격인 마르셀 

뒤샹(1887~1968)이 1917 년에 공장에서 대규모로 생산된 남성용 도기 소변기에 서명을 하여 

「샘(Fountain)」이란 제목으로 전시를 한 이래 ‘예술’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바는 급진적으로 경계가 

모호해지고 범위가 넓어졌다. 1  이러한 예술의 성격을 보건대, 그 정의는 어떠한 보편적 기준으로 

정해질 수는 없다. 오히려 예술은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예술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내려야 한다. 2 

따라서 미술 역시 사회와 소통하는 바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할 수 있다. 

소통은 예술의 중요한 기능이다. 시민사회에서 예술은 관람 중심의 일방적인 틀을 거부하며, 

시민의 삶과 상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3 1960 년대 초부터 독일, 뉴욕, 파리, 런던 

등지에서 벌어진 플럭서스(Fluxus), 1990 년대 초부터 촉발된 새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은 현대 예술이 사회적 소통을 추구하는 좋은 사례이다. 예술은 이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찰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즉, 우리는 일상에서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화제로 삼아 예술작품을 공유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시민들은 예술작품을 구심점으로 

하여 사회적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예술의 근원적 가치문제를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예술교육을 ‘예술적 경험 및 실천’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에 

있다. 4 5  마찬가지로 미술교육 역시 본질적 가치를 개인과 사회 사이의 소통의 차원으로 탐색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1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는 ‚후대의 •술읶들윾 뒤샹의 상젅윿 뒤져 그 포장윿 바꾼다.‛라고 얶급하여 현대 예술의 젂위성

과 실험성윿 제시하였다. 자세핚 것윾 베르나르 마르카데, 『마르셀 뒤샹: 현대 미학의 창시자』, 윿유문화사, 서문 참조. (2010) 

2 과거에는 예술읶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죾이 작품 밖에 미리 졲재했지맊, 현대의 예술윾 ‚내가 왜 예술읶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기 스스로 답핛 수 잇다. 이를 ‘자기정의성’이라고 핚다. 자세핚 것윾 짂중권, 『현대 미학 강의』, 아트북스. (2013) 

3 플럭서스(Fluxus)는 ‘끊임없는 변화, 움직임’윿 뜻하는 라틴어로, 경직된 예술체제를 해체하고 예술윿 삶과 통합시킬 수 잇는 방

법윿 모색핚다. 대표적읶 작가로는 졲 케이지, 보스텔, 백남죾, 요제프 보이스 등이 잇다. 또핚 새 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윾 미술윿 ‘소통, 합의, 참여, 실첚’이라는 공공성의 미덕으로 정하여 사회욲동과 문화예술욲동윿 결합하여 짂행핚다. 

자세핚 것윾 정원첛(추계예대 미술학부 교수), 「문화예술교육-공동체의, 공동체에 의핚, 공동체를 위핚 교육」, 『문화예술교육에서 

공동체와 지역성』, 핚국문화예술교육짂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011) 

4 정민룡, 「지속가능핚 발젂과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공통의 가치」, 『지속가능핚 미래와 문화예술교육』, 핚국문화예술교육짂흥

원 및 UNESCO핚국위원회 공동발갂.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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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권교육의 목표는 현재 우리 시대의 핵심적 가치인 인권을 실현하는 것이 시민의 책임임을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UN 은 <UN 인권교육 10 년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1995-2004)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을 마련하였다. UN 은 인권교육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과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연속적인 단계로 구조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2013 년 현재는 <제 2 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5)가 시행되는 시기이며, 이에 따라서 

제 2 차에서 밝히는 목표 중 하나는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을 심층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6 7 

또한 추진전략으로 고등교육을 공공재로서 다룰 것을 언급하고 있다. 8  즉, 고등교육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능을 통해 인권적 쟁점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제 2 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고등교육체계 내의 인권교육에 있어 전체론적 접근방식(holistic 

approach)의 채택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동계획의 기본원칙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의 

상호적 방향을 강조하며 ‘(1) 교육을 통한 인권’과 ‘(2) 교육에서의 인권’을 강조한다. 먼저 ‘(1) 교육을 

통한 인권’은 교육과정, 교재, 방법, 훈련 등을 포함하는 모든 학습 요소와 과정 등이 인권에 대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 교육에서의 인권’은 고등교육체계 

안에서 모든 행위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권리실천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9  다시 말해, 

인권교육은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대학차원에서 예술교육은 인권교육을, 인권교육은 예술교육을 서로 의식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예술의 공공성 및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는 오늘날, 미술교육은 사회적 

소통의 담론의 핵심인 인권개념을 면밀히 다루어야 진정으로 사회적 역할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은 ‘(1) 교육을 통한 인권’의 측면에서 예술이 지닌 공적 소통능력을 

활용하여 고등교육 수혜자들이 인권 학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 ‘(2) 교육에서의 인권’의 

                                                                                                                                   
5 실제로 UNESCO 는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The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윿 

개최하여 사회를 위핚 예술의 기능윿 교육적 차원에서 모색하였다. 

6 <제1차 세계읶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윾 초•중등학교 과정에서 짂행핛 수 잇는 읶권교육에 초젅윿 맞추었고, 제2차에서

는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읶권교육 및 교사, 교원, 공무원, 법집행관, 굮읶 등에 대핚 읶권교육에 초젅윿 맞추고 잇다. 

7 제2차에서 밝히는 ‘고등교육’의 정의는 권핚이 이는 국가당국으로부터 고등교육기관으로 읶증윿 받윾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중등과정 이후에서의 모든 연구, 훈렦, 조사연구를 위핚 훈렦과정 등이다. 또핚 초•중•고등학교 등 젂 교육과

정윿 고려핛 때 정규교육체계에서의 읶권교육 과정윿 포함시켜야 핚다는 것이 거의 공통된 원칙과 젂략이고 이들 모든 부문이 교

육권(Rights to Education)이라는 범주로 귀결된다. 자세핚 것윾 「제2차 세계읶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the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2010-2014)」, 국가읶권위원회, 17~18쪽 참조. (2010) 

8 제2차에서는 ‚학문적 자유의 향유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윣성윿 요구하는 반면 공공재로서의 고등교육윾 챀임성과 모든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핚 사항이어야 핚다. 고등교육기관윾 그들이 갖고 잇는 핵심적 기능(조사연구, 교육, 지역공동체에 대핚 서비스 

등)윿 통하여 평화 구축, 읶권 수호 및 민주적 가치 등에 챀임이 잇는 도덕적 시민윿 교육해야 핛 사회적 챀임윿 갖고 잇윿 뿐맊 

아니라 현재 읶권쟁젅이 직면핛 수 잇는 지구적 지식윿 생성해야 핛 챀임 또핚 갖는다.‛라고 밝히고 잇다. 상게지 21~22쪽. 

9 상게지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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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예술고등교육 수혜자들이 인권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제 

예술과 인권은 서로의 접점을 인지하고 연계해야 할 시점에 있다.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서로 다른 분과 학문 사이의 상호 소통을 중시하는 

융합적 교육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0 년대 후반부를 기점으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한 유수 대학교에서 예술과 인권을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제 4 장에서 대학차원에서 예술과 인권을 연계하여 교육하는지 후술할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법률교육을 지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및 학문 간 융합을 

지향하는 석•박사 과정의 융합대학원 10들이 개설되고 있는 배경으로 살펴볼 때, 본 연구가 예술과 

인권의 연계 방향에 일조할 것이라 믿는다. 

 

1.2 문제 제기 

<제 2 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교육 및 학습에 있어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항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을 강조한다.11 

(a) 인권을 모든 고등교육분야에 통용되는 주제로 포함시키는 전략을 개발함. 

(b) 모든 학과의 학생들을 위한 인권에 관한 개론과정을 개설함. 

(c) 각 전공 및 학과와 구체적•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심화과정을 개설함. 

(d) 다양한 분야와 주제영역의 인권으로 특화된 석•박사 과정을 개설함. 

(e)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학제간(interdisciplinary) 인권학 프로그램을 마련함. 

 

이것을 미술대학 교육과 연계하여 적용하면 다음의 두 가지 쟁점이 추론된다. 첫째로 ‘(1) 

미술대학 교육을 통한 인권’이다. 즉, 미술대학의 교육과정이 인권에 대한 학습에 적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a) 인권개념을 미술분야에 적용하여 특수하게 개발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 (b) 미대 

재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인권관련 개론 과정을 마련하는 것, (c) 미술대학에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심화과정 혹은 특화된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것, (d)•(e) 미술대학과 법학(일반 혹은 

전문)대학원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로 ‘(2) 미술대학 교육에서의 

                                           
10 국내에서 융합 대학원 및 연구소가 잆따라 개설되기 시작핚 시기는 2008년 정부에서 「국가융합기술 발젂 기본계획(2009-

2013)」윿 발표하면서부터이다. 현재는 주로 공학계열윿 중심으로 하여 읶문학, 예술•디자읶, 사회과학 등의 붂야와 융합윿 이루

고 잇다. 본 연구와 관렦해서는 예술(미술교육)과 읶권의 융합에 대핚 사회적 수요가 잇윿 때를 고려하여 유추하면 될 것이다. 

11 「제2차 세계읶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the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2010-2014)」, 국가읶권위원회, 27쪽 참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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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술대학 교육체계 안에서 모든 재학생들이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하며, 향후 

예술인으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현재 미술대학생들은 인권의식을 기르기에는 여러모로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으며, 그 스스로도 인권개념을 온전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1) 교육을 통한 

인권’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미술대학의 교육과 인권교육 자체의 접점이 없다. 이것은 

미술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가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모든 대학교의 인권교과목을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자면 

미술계열과 관련한 영역은 분류 항목 자체에서부터 배제되어 있다. 12  더욱이 인권관련 교과의 

대부분이 전공(78.85%) 교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13  미술대학 재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대학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가 극히 드물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2) 교육에서의 인권’ 측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항목을 

살펴보려면 ‘(1) 교육을 통한 인권’과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항목 자체는 미술대학 

지망생이나 재학생, 졸업생들이 당면한 문제를 경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항목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스스로의 인권이 존중 받는다고 여기는지, 자신의 권리실천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등의 정성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하여 본 논문이 전반적으로 

갖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에서 정리한다. 논문 전체를 통틀어 다음의 문제의식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답을 얻고자 할 것이다. 

 

① 우리 나라 미술대학생들의 인권의식은 어떠핚가? (☞ 제2장) 

② 예술계열 대학생에게 어떠핚 인권의식이 필요핚가? (☞ 제3장) 

③ 예술과 인권의 바람직핚 연계는 어떠핚 형태인가? (☞ 제4장) 

 

                                           
12 국가읶권위원회 정챀교육국에서 2012년 11월에 조사핚 「2012년도 젂국대학교 읶권 교과목 개설현황조사 결과보고」를 참고하

였다. 실제로 조사에 홗용핚 학문 영역별 붂류는 ‘1. 법•정치, 2. 사회복지, 3. 국제•평화•NGO, 4. 다문화 관렦, 5. 여성 관렦, 

6. 읷반사회, 7. 기타•읷반’ 등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잇다. 덧붙여 7벆 항목윿 ‘기타’로 붂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조사된 교

과목윾 ‘읶권과 교육, 교육기본권롞, 경찰과 읶권, 사서와 읶권’ 등이었으므로, 미술계열 교육과는 직젆적 관렦성이 없다고 보아야 

핛 것이다. 

13 「2012년도 젂국대학교 읶권 교과목 개설현황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읶권과 관렦핚 교과목윾 젂체 525 과목으로 집계된 바, 

유형별로 차지핚 비윣윾 젂공선택(372 과목, 70.85%), 젂공필수(42 과목, 8%), 교양선택(90과목, 17.14%), 교양필수(15과목, 

2.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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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방법 및 핚계 

(1)  연구 범주 

본 연구는 ‘예술’, ‘인권’, ‘교육’의 개념에 대해 원론부터 짚으며 서로의 관계를 아울러서 재설정하

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연구 목표를 미술대학 현장에서 인권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탐

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모두 함께 다루어진 기존의 자료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술과 인권’을 다룬 주제는 예술의 자유권나 예술인의 사회권에 특화하여 전개된 

바가 있으며, ‘인권과 교육’을 다룬 주제에서는 예술의 범주가 배제되어 있었다. 또한 ‘예술과 교육’을 

다룬 주제에서는 표현방법론 위주로 다루거나 예술교육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는 등으로 나뉘어져 있

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살펴보자면, 각각의 주제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유기체로서 묶어낼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이러한 확신은 앞으로 제2장

부터 제4장까지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크게 그리고 있는 그림은 ‘예술교육을 통한 인권’, ‘예술교육에서의 인권’을 

모두 다루는 것이지만, 실제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등 매우 다양한 분야가 예술계로 분류되는 

만큼 논의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미술대학을 중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특수

한 현실적 문제들을 고찰해본 다음 인권개념을 적용하여 접근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다른 

예술계열 대학 차원으로 적용할 때 유추할 수 있는 바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미술대학이 인권의식 신장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교육의 범주를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상당

히 범주가 넓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미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대학 교육을 살피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거나 일반대학생들의 교양수준으로만 접근하기에는 현재 미술대

학생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차적으로 미술대학

생들과 다른 학과의 학생들이 서로 연계하여 인권이라는 주제 하에 예술적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살피는 가운데, 예술과 인권을 융합적 학제로 개

편하여 운영하는 성공적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종합하자면, 예술과 인권은 서로 상생의 관계이며 예술교육과 인권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언뜻 보면 관련성이 낮아보일지라도, 총체적인 관점에는 하나의 유

기체로 엮어낼 수 있으리라는 직관과 확신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이 연구가 기존 쟁점에 신선한 

시각으로 유용한 쟁점을 형성하기를 바란다. 

  

(2)  문헌 조사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문헌조사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히 염두에 

둔 것은 예술과 인권의 관계를 규명하고, 예술인의 권리와 의무를 인권과 교육의 관점에서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범위 자체를 통섭적으로 엮어내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자료는 되도록 가장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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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전제에 해당하는 자료들에서부터 접근하고자 했고, 그것 자체를 인용하기 어려울 경우 해석 논문

집을 활용하였다. 우선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합의의 기준인 UN 및 UN 산하기구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UNESCO의 자료를 토대로 예술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정리하

였는데, 여기에서는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사회적 지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

막으로 국내 현황과 관련한 자료는 국가 기관 주도로 발간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이 자료

들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과연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였고, 만약 그렇지 아

니할 경우 그 이유를 분석한 자료들을 구하여 배경을 살폈다. 

 

(3)  인터뷰 조사 

국내 미술대학 지망생•재학생•졸업생들의 일반적 인권의식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의미한 통계적 

조사 및 분석을 시행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가능할 만큼 조사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신에 미술대학 교육과정을 직접 체험한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 자체에 대

한 생생한 증언을 얻는 것이 본 연구를 위하여 더욱 유의미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 소재 

미술 전공으로 명문인 5개 학교의 재학생 10명과 졸업생 10명을 개별적으로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

했다. 인터뷰를 위한 주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예술인으로서의 본인의 정체성. 

② 학업 혹은 직업에 관한 의식. 

③ 미술대학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④ 본인의 사회적 소양 및 의식, 그리고 한계점. 

⑤ 인지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 

⑥ 인권적 문제에 대한 본인의 반응 및 태도. 

⑦ 인권의식 신장을 위한 예술인으로서의 아이디어. 

 

(4)  사례 조사 

최근 국내 미술대학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문제 각각을 두고 살펴보자면 서로 

다른 대학, 다른 내용의 개별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자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전반

적으로 인권 감수성과 관련한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사건들 중 인권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시사점을 주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교육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짚어볼 것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예술과 인권을 연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바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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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사회 속에서 인권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깔려있다. 제4장에서는 이

러한 흐름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대학교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제

시할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텍사스-오스틴 대학교 로스쿨, 뉴욕 대학교의 티쉬 스쿨 등의 학교에서

는 인권을 소재로 예술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하는 학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물론 국내의 상황에 

모두 들어맞을 수는 없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예술과 인권의 접점을 발굴하는 방향을, 장기적으로는 바

람직한 예술과 인권의 상생을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 미술대학생과 인권: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 미술교육의 흐름은 20 세기를 통틀어 크게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이해 중심 미술교육으로 분류된다.14 먼저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은 미술품 제작을 위한 표현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적 미술가를 양성하려는 산업적 필요에 의해 학교 교육으로 

도입되었고, 이러한 교육방식은 20 세기 전반을 통틀어 모든 미술교육의 기본적인 흐름이었다.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은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통해 창의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순화하려는 미술교육이며, 

20 세기 후반부 이후 급속히 전세계적으로 파급되었다. 마지막으로 이해 중심 미술교육은 미술의 

원리에 대한 교육으로서 미술 자체를 학문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학문 분과를 통한 교육 방법을 

추구한다. 

그런데 21 세기 들어 UNESCO 를 필두로 미술교육이 사회적 가치와 실천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15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기존 미술교육이 추구해온 가치가 사회와의 

연계성 사이에서 접점을 형성하고 있지 못했다는 비판적 견해가 깔려있다. 즉, 기존 미술교육이 

산업적 수요에 맞춘 기능성 교육 위주이거나, 개인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거나, 

전문적 학과 중심 미술교육으로만 지속되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총괄적으로 평가하자면, 현재 

미술대학 교육은 인권 감수성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술대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UNESCO 는 국제사회에서 예술교육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묻고 있다. 이것은 우리 예술교육 

현장에서 인권 감수성이 함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16 또한 우리 현장에서도 미술교육이 인권 감수성과 

                                           
14 이러핚 세 가지 붂류는 서양의 미술교육윿 기죾으로 이루어짂 것이다. 미국윾 유럱 국가에서 발달핚 미술교육 관습윿 수용하

여 표현기능•창의성•이해와 같윾 세 가지 미술교육 학제 구조를 체계화 핚다. 우리 나라의 귺대 미술교육윾 읷제시대부터 시작

되었고, 읷본 또핚 읷찍이 미국과 유럱의 이롞윿 수용했다. 자세핚 것윾 아더 에프렌드, 『미술교육의 역사』, 예경. (1996) 

15 「2010 UNESCO 예술교육세계대회」에서 ‚예술윾 사회성윿, 교육윾 창의성윿‛이라는 문구를 젂면으로 내세웠다. 

자세핚 것윾 공식 홈페이지. http://www.artsedu2010.kr/kor_index.jsp. 

16 이재영 (욳산 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미술교육의 기여가 단순히 도구적읶 것 이상이어야 핚다고 주장핚다. 도구적 기능으로 

제핚된 개념의 미술교육윾 사회의 지속불가능성윿 확장시키고 잇다는 오류를 범핛 수 잇다는 것이다.  

자세핚 것윾 이재영, 「사회의 지속가능핚 발젂과 예술교육」, 『지속가능핚 미래와 문화예술교육』, 핚국문화예술교육짂흥원, 

UNESCO핚국위원회, 9~11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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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미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술과 인권이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오늘날 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발굴하는 것은 교육의 개선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쟁점을 발굴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다. 

제 2 장에서는 심층 인터뷰 조사 및 사례 수집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미술대학 교육의 

현황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 함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할 것이다. 대학교육의 쟁점을 

입시과정, 전공이수과정, 졸업과정 등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제들은 모두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쇄적 고리의 일환으로 드러났다. 

 

2.1 입시 과정 

미술대학 입시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학생들이 입시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사회적 소양을 함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에 앞서, 다음 

인터뷰의 내용을 살펴보자.  

‚대학별로 실기고사의 ‘모범 답앆’이 잇었고, 그걸 읷단 외우는데 거의 1 년 정도 

걸렸어요. 실기고사는 ‘모범 답앆’윿 제출하는데 의미가 잇다고 생각했고, 실질 변별력윿 

기르기 위해서는 공모젂이나 포트폴리오 집윿 맊드는데 집중했어요. 아무튺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수업에 싞경윿 쓰기가 어렵죠. 학교 선생님들도 얶어, 수학, 영어, 사회 등의 

교과목들에 대해 우리가 소홀핛 수 밖에 없는 걸 읶정핛 수 밖에 없고요. 그래도 좋윾 

대학에 가려면 내싞이 좋아야 유리하니, 시험 직젂에는 문제용으로 맊들어짂 요약 프린트를 

통째로 암기했어요.‛ (서양화 젂공 2 학년) 

‚예고에 짂학하면 정말 미술 위주로맊 배욳 것 같아서 읷부러 읶문계로 가서 미대를 

지망했었어요. 그럮데 이게 이중고였어요. 읶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미술도 핚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6 교시나 7 교시가 끝나면 실기 학원으로 갔어요. 학원에선 대개 

11 시까지 그림윿 그렸어요. 평소에는 공부핛 시갂이 맋이 없었던 게 사실이죠.‛ (동양화 젂공 

4 학년)  

‚읶권의식윿 배욳 기회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 (생각에 잠기다가) … 아 맞다. 

고등학교 2 학년 때, 길에 읶권 관렦 공모젂 포스터가 붙어 잇는 걸 보고 혹시 입시에 

도움될까 싶어 참여해볼까 싶던 적윾 잇었죠. 그것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윾데요. … 

수능에서 사회탐구는 윢리를 선택하긴 했는데, 읷단 시갂이 없으니까 교과서는 앆 보고 

기출 문제집 위주로 풀었죠.‛ (서양화 젂공 2 학년) 

응답자의 답변을 살펴보면, 기존의 입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실기능력을 갖추는 것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기초적인 사회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공교육에 소홀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입시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특히 미술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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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한 탓에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기초교과들을 

단기적 암기 위주로 임시방편처럼 공부하고 있다는 진술도 획득할 수 있었다.17 

한편 기존의 미술대학 입시는 크게 ‘실기능력을 위주로 한 전형’과 ‘창의성을 위주로 한 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학생의 실기능력을 정량적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 

다음, 응시 지원자 전체를 모아 유형화된 시험과목을 바탕으로 일일고사(一日考査)를 치루게 한다. 

후자의 경우는 정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유형화되지 않은 실기시험(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을 마련하거나 학생이 장시간 동안 제작한 작품집(포트폴리오)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시과정 자체도 그 동안 미술대학 안팎으로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아왔다. 

먼저 실기고사는 입시 지원자의 실기능력을 측정하여 정량적 점수로 산출한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으나, 필요이상으로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지원자의 개성을 박탈하는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실기고사는 1960 년대부터 미술대학 입시의 전반에 걸쳐 명맥을 이어왔던 

것으로, 해마다 누적된 채점기준에 대한 노하우는 이른바 ‘입시미술’이라고 불리는 획일화된 양식을 

양산하였고, 그 결과 수험생들이 이러한 기법을 가르치는 대형학원에서 고액을 지불하고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풍토를 조장하였다. 즉, 창의성을 요구 받는 학생들이 오히려 몰개성적 시험을 

통해 단편적 기능만을 평가 받음으로써 미술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다. 18  이러한 제도적 문제 때문에 

미술대학 지망생들은 학원에서 실기고사를 대비한 입시미술용 요령을 암기하고 기능을 숙련하는 

과정에서 미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소진하고 있다.19 

다음으로 작품집 심사는 지원자의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일련의 자료로 해외의 많은 

대학에서는 작품집을 합격 여부의 주요 자료로 삼고 있으나, 국내 현실에서는 작품집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는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작품집 전문 학원 및 개인 과외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학생이 개인 교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우수한 작품집으로 쉽게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사회 정의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작품집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가 짙다.20 

                                           
17 서욳 대형학원 최읶호 강사는 얶롞과의 읶터뷰에서 예•체능 계열 학생들윾 공부시갂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 문제집 풀이 위

주로 성적윿 보완하려 핚다고 짂술하였다. 자세핚 것윾 ‚예체능계 학생들 입시젂략‛, 중앙읷보 참조. (2010.06.15)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Total_ID=4242577 

18 홍익대학교 서종욱 입학관리본부장윾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입시 개혁과 입학사정관제 도입 계획」윿 공식 발표하였다. 이 내용

에 따르면, 실기고사를 기반으로 하는 미술대학 입시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과 상상력윿 평가하는 역핛윿 수행핛 수 

없기 때문에 시대착오적 핚계가 잇음윿 지적핚다. 자세핚 것윾 대학교육 제 160호 참조.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160&no=3806 

19 앞의 자료에서 서종욱 입학관리본부장이 현황윿 짚는 문구를 읶용하였다. 

20 김양수 교수(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읶 젂공)가 발표핚 「예체능계 입시제도 이대로 갈 것읶가?」를 살펴보면 더욱 심도 

깊이 현황윿 알 수 잇다. 자세핚 것윾 대학교육 제 160호 참조.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160&no=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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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생의 사회적 소양의 질적 저하, 몰개성적 실기고사의 문제, 작품에 대한 양심의 문제 등의 

제반 문제로 인하여, 최근 들어 미술대학 입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서울대학교는 2012 년 

입시부터 미술대학 디자인 전공에서 정원 29 명 중 6 명을 실기를 반영하지 않고 학업성적, 대외활동, 

어학성적 등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실시했다. 또한 홍익대학교는 2013 년부터 실기고사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미술대학 학생들을 학업성적, 대외활동, 어학성적, 미술관련 활동 및 잠재성 여부 등 

다면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실험적인 입시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대학교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실기고사를 보지 않는 전형을 최대 50%까지 늘일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미술대학 입시에 

있어 미술적 능력은 잠재성 내지 가능성 차원으로만 검토하고 우수한 성적을 토대로 성실한 태도와 

사회적 소양을 평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인권과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국내 미술대학 지망생들 및 합격생들은 지나치게 억압된 환경 속에 

처해있다. 과거에는 실기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고, 현재는 학업성적을 위주로 평가를 받는다. 이 

가운데 희생당하는 것은 학생들의 예술에 대한 의지이다. 예술의 자유를 발휘하기 이전에 지나치게 

높은 입시제도의 벽에 부딪힌다. 이러한 시각은 일종의 보상심리로 ‘벽을 넘어야만 예술을 할 수 

있다.’라는 왜곡된 시선을 낳기도 한다. 예술을 하기 위해 제도에 순응하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예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21 , 우리 사회에서는 예술의 벽이 왜 이리 

높아 보이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다음의 진술을 덧붙인다. 

‚고교 시젃에는 무얼 그려야 핛 지, 선택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입시 주제에 맞춰서 

그림윿 그렸으니까. 꾹 참고, 읷단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걸 하자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용기 문제읶 것 같아요. 그럮데 무얼 그리고 싶다, 무얼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용기읶 게 좀 슬프네요.‛ (시각디자읶 젂공 졳업생) 

 

2.2 젂공 이수 과정 

전공이수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재학생들의 개인화 경향이다. 물론 작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개인의 작가의식 및 미술적 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므로 일정 부분 

개인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화가 극심해지면 소외 및 고립이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인터뷰를 살펴보자.  

‚입학 직후 기초과정윿 거쳐요. ‘입시미술’윿 버리고 순수하게 조형예술에 대핚 감각윿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하고, 또 자기 스타읷윿 모색해보는 시갂이기도 하죠. 그럮데 여느 

미술대학이 그러하듯 읷주읷 단위로 작품 짂척윿 해내려면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잓아요. 핚 

과목맊 듣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핚 학기에 실기를 3 과목 이상 이수하니까. 이렇게 

2~3 년 하고 나면 마음 속에 담긴 경험윾 적윾데, 계속 내 앆의 우물윿 파내어서 고갈되는 

기붂이 들어서 공황상태를 겪잓아요. 그럮데 그 때, 주변의 누굮가에게 도움윿 받윿 수 

                                           
21 이명구, 「예술의 자유에 대핚 헌법적 보장과 핚계」, 핚양대학교 법학논총 제 17집, 12~13쪽.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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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느냐 하면, 그건 또 그럯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업윿 하는 과정 자체가 자기 내면윿 

파고들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마다 극히 개읶화되니까. 다른 사람의 고민윿 

들어주기도 너도 벅차고 나도 벅차고……. 아무래도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형예술 

젂공 4 학년) 

‚어쨌든 작품윾 개읶이 하는 거잓아요. 좋윾 선생님들과 좋윾 칚구들과 교류핛 수는 

잇지맊, 어쨌든 내 작품이고 내 세계관이고 …… 귺데 저도 느끼는 거긴 하지맊, 너무 자기 

작품 세계에 몰두하면 좋기도 핚데 심적으로는 좀 고통스러워요. 파고들어가야 되니까. 내 

앆에서 해결윾 앆 됐는데, 이걸 계속 수업에서 심사를 받고 그러면 벅차요. 좀 밖으로 

나가고 싶윾데, 그럯 수도 없고.‛ (조소 젂공 3 학년) 

‚우리 학벆의 문제읶지, 아니면 우리 학교의 문제읶 건지, 읷반적읶 문제읶 건지는 

모르겠는데 칚목윾 잇어도, 어떤 사건이 발생했윿 때 그것에 딱 대응하는 사람이나 조직윾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잇었더라도 내가 몰랐거나.‛ (동양화 젂공 4 학년) 

응답자들의 답변을 총괄하여 다룰 수 있는 바는 학생 개개인이 대학에서 미술교육을 받는 가운데 

고립 및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재학생들 간에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당면할 경우에도 서로 뭉치지 못하고 파편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22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甲 대학교에서는 2011 년 미술젂공과 영상젂공의 재학생 4 명이 5 달 사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윿 끊었다. 총학생회장 乙윾 애도문윿 통해 ‚작윾 공동체 앆에서 잆따라 앆타까욲 죽음이 

잇었다. 이 사회를 미처 다 겫디지 못하고 먺저 갂 4 명의 학우를 애도핚다. 그들 각자 슬픔과 

우욳로 돌리기엔 어떤 구조적읶 문제가 잇는 것윾 아닐까? 우리 모두가 그들 죽음에 읷정 

부붂 챀임이 잇다. …… 과제가 맋다는 이유로, 과와 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말윿 

걸지 않았다 …… 전윾 예술과 비평윾 홖기되지 않고 사회와 괴리된 찿, 고고핚 금자탑의 

영역에 서잇으려 핚다 …… 학생, 교수, 학교가 모여 의겫윿 모으고 해법윿 나누는 지혖가 

젃실하다.‛라고 밝혔다. 또핚 교수 丙윾 ‚더 이상 이럮 읷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핚다‛며 학교 본부 차원의 대챀 마렦과 비상대챀위원회 구성윿 요구하였다.
23

 

 

위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학교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2 조재민(핚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젂문사)윾 실제로 이러핚 그늘에 주목하여 같윾 학교 미술원의 현황윿 촬영하여 「버블아트」라

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핚다. 「버블아트」는 2013년 읶디다큐페스티발에서 상영되었다.  

자세핚 것윾 http://www.sidof.org/769 

23 ‚핚예종, 숨 막히는 통제가 연쇄 자살 불렀다.‛, 프레시앆 참조. (2011.10.1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12234112 

‚핚예종 학생 자살 잆따라 … 젃윾 예술가의 무덤되나‛, 서욳싞문 참조. (2011.09.0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90900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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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중심의 홗동윿 하는 문화예술계열 학생들윾 아무래도 심리적 취약 정도가 

비교적 높윿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잇습니다. 현재 학교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상담소를 욲영하고 지도교수와의 

멘토링 코치 워크샵 등윿 죾비하고 잇습니다. 또핚 정싞과 짂료를 받는 학생에게 학교 

차원에서 짂료비 지원 등윿 핛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과목 속에서 좀 서로 

소통하고 봉사하는 풍요로욲 삶의 의미를 찾윿 수 잇는 교과목이 없윿까 모색하고 잇습니다. 

나 이외에 타읶윿 볼 수 잇는 수업 말입니다. (이럮 문제의 본질윾) 어찌 보면, 기능 위주의 

예술교육이 강하지 않았나 제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읶문학적이고 예술첛학적읶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예술이 왜 필요핚지, 나는 왜 예술읶읶가, 산다는 

건 무엇읶가 등에 대핚 질문들윿 나름대로 교육 속에서 심화핛 수 잇으면 이러핚 

우려로부터 조금윾 벖어날 수 잇지 않윿까 생각합니다.‛ (甲 대학교 교학처 부처장)
24

 

위 사례가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는 현재 예술계열 대학생들이 ‘교육을 통한 인권’ 및 

‘교육에서의 인권’ 모두를 체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에서의 인권’ 문제이다. ‘교육을 통한 인권’은 향후 학습 요소와 과정 등에서 인권과의 연계성을 

높여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나, ‘교육에서의 인권’ 문제는 미술대학 교육체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재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권리실천을 보장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파편화 경향과 맞물려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재학생들 간 인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인권추구를 위한 연대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고 계속 개인의 

문제로만 간주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단지 ‘예술인의 유약한 심성’,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여린 심성’이라는 등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의 문제로만 삼고 문제의 본질을 덮어버릴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위의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 윤상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장은 

“예술인들의 연대를 통해 아래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예술인들의 생활 전반과 

작품의 제작 및 보급 등을 다루는 ‘젊은 예술인 꼬뮨’을 조직하고 있음을 밝혔다.25 

 

2.3 짂로 개발 과정 

미술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중•고교 시절부터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적성을 

계발해야 한다. 즉, 미술대학생들은 여타 대학생들과는 다르게 대학 입학 전에 예술계로 진출하겠다고 

한 차례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다. 그런데 선행연구26에 따르면 미술대학생들의 다른 계열 대학생들에 

                                           
24 ‚핚예종 학생 잆다른 자살, 이유는?‛, YTN 읶터뷰 발췌 및 수정윿 하였다. (2011.10.11) 

원문윿 보려면 http://www.ytn.co.kr/_ln/0103_201110111107374362 

25 2011년 9월 29읷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는 예술계열 대학생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으며, 예술읶들의 열악핚 홖경개선윿 위핚 

움직임윿 서로 논하였다. 자세핚 것윾 ‚예술 배워서 대기업 취직하리?‛, 서욳시립대 싞문 참조. (2011.10.10) 

http://mpress.uos.ac.kr/articleView.html?idxno=7610&menu=1  

26 앆선영, 「미술대학 학생들의 짂로개발역량과 짂로결정수죾의 상관관계 연구」, 서욳대학교 미술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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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진로의식 및 진로 개발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취약성의 문제는 

단편적으로 진로의식 수준이나 취업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자면, 근원적으로 

예술인에 대한 정체성 문제와 인권의식의 부재가 서로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이를 분석하기 

앞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한 학생의 진술을 소개하겠다. 

‚대학 3 학년 때부터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림윿 그린다는 것에 대핚 

막연핚 불앆감이 잇었어요. 입학핛 때는 예술 작가로서 홗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잇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 거란 생각윿 했어요. 예중•예고를 거쳐서 치열하게 왔는데, 마음이 맋이 

아팠어요. 어쨌든 지금윾 회사원이 됐고, 지금윾 ‘내가 작가의 꿈이 그맊큼 젃실핚 게 

아니었던 거야.’라고 생각해요.‛ (서양화 젂공 졳업생) 

안선영(2013)의 연구에 따르면, 미술대학생들이 진로의식에 위기를 맞이하는 이유는 교육 과정 

자체가 진로 개발 및 예술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을 충분히 살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술대학에서 ‘진로’ 또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과목명에 포함된 강의는 없으며, 학생들이 진로를 계획, 

준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극히 드물다.27 결국 미술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상당부분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만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술대학생들은 진로결정에 

있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앞의 연구를 다시 인용하자면, 미술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을 위해서 

인맥(네트워킹 능력)에 가장 높이 의존하고 있다. 즉, 소속 학과의 사람들이나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로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다음 학생의 진술을 살펴보자.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시다’라는 말이 잇어요. 자기 작업윿 핛 때 읷 손이 

모자라면 하급생들이나 후배들윿 데려와서 작업에 보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냥 밥 핚 벆 

사주고 끝나든가, 돆독히 관계를 유지핚다든가. 그럮데 사회에 나와서 작가로 홗동윿 핛 때 

비슷핚 것 같아요. 유명핚 작가의 보조를 핚 적이 잇는데, 작품에는 그 작가의 이름맊 

올라가는 거죠. 저는 두 세달 정도 노력윿 해도 밥 핚끼씩 먹고, 때로는 못 먹윿 때도 잇고 

…… 아무튺 계속 사회에 나와서도 ‘시다’를 뛰는 거에요. 이럮 작업에 대해서 경력증명서를 

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작가 붂이 제가 보조를 했다는 것 자체를 밝히는 걸 꺼려해요. 

어쨌든 예술 작품이니까, 작가의식이 잇으니까. …… ‘억욳하면 나중에 네가 작가로 

성공해서 네 밑에 잇는 사람윿 부리든가.’라는 말윿 들윾 적도 잇어요.‛ (디자읶 젂공 졳업생) 

위 인터뷰 내용은 인맥을 중심으로 한 진로 개발이 선후배 문화와 얽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음을 제시한다. 즉, 대학과정에서의 선후배 위계질서가 사회진출 후에도 고착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직업의식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굴레 속에서는 예술인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해도 집단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질된 분위기는 예술인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술 자체의 

                                           
27 앆선영(2013)윾 서욳 시내의 4년제 미술대학 3곳의 회화과와 조소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현장실습이나 현장 

젂문가를 초빙핚 세미나 등의 과목이 학과마다 1~2개 정도 잇다고 제시핚다. 그러나 이러핚 과목들윾 각 학과에서 탐색해볼 맊

핚 짂로나 직업에 대핚 종합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평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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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역시 저해될 것이다. 따라서 예술인들 내부에서부터 스스로의 직업에 대한 존중의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고, 미술대학의 진로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식을 기를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예술인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미술대학생들은 

기업 취직이나 고시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술대학 역시 재학생들을 기업체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졸업생들이 장래 예술인으로 성장할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대학이 진로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막연히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진로 

개발은 개인이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예술계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예술인의 직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외부 잣대에 의해 예술인들의 지위가 폄훼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드러난 다음의 사례와 인터뷰를 살펴보자.  

순수 예술윿 젂문으로 가르치는 丁 대학교는 2011 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감사를 실시핚 

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핚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교과부의 심사 기죾에 따르면, 丁 대학교가 

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가장 치명적읶 원읶윾 바로 기죾치 45%읶 취업률 항목에서 19.4% 

밖에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교과부의 발표 직후 丁 대학교 구성원들윾 ‚예술교육의 

특성윿 이해하지 못하고 획읷적읶 잣대로 예술가와 예술대학윿 모욕하고 폄하하는 모든 

반예술적읶 이 상황에 비통핚 마음윿 감출 수 없다.‛며 시위에 나섰고, 丁 대학교 교수들윾 

젂원 교수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다. 특히 동양화과의 武 교수는 ‚여러붂윿 부실대학생으로 

맊들어 미앆합니다. …… 우리도 우리의 직업윿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내용윿 화선지에 

서예로 작성하여 대자보를 젂시하였다. 
28

 

 

‚다니던 학교가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윿 때 맋이 충격윿 받았어요. 왜 기졲의 

공무원과 정규직 노동자들윿 중심으로 맊들어짂 노동법의 잣대로 예술읶들윿 판단하는 

걸까요. 예술읶들이 읷반 회사에 입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잇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동양화 젂공 졳업생) 

궁극적으로 예술인으로서의 진로, 예술인이 사회에서 갖는 지위 등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다. UNESCO 의 국제규범에서도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인간으로서의 

예술가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며 그의 위엄과 고결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9  우리 

사회에서 예술인으로서의 바람직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28 ‚예술하고 싶윾데 취업하라고?‛, 주갂경향 944호 (2011.10.04)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109271641081&pt=nv 

‚추계예대에 걸린 대자보」‛, 국민읷보. (2011.09.19)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368132&cp=nv 

29 UNESCO 국제규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핚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1980)에 따르면 

‚예술가들윾 그들의 공동 이익윿 집단적으로 고려핛 수 잇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방위핛 수 잇지 않으면 앆되며, 따라서 직업

적 부류의 하나로 읶정받윿 권리를 가져야 하고 또핚 노동조합이나 직업단체를 구성핛 권리를 가지지 앆 된다.‛라고 선포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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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중요하지만 예술계 내적으로도 스스로에 대한 존중의식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술대학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매우 자명하다. 

 

3. 미술대학 교육과 인권: 이론을 중심으로 

제 1 장을 통해 미술대학과 인권교육에 대한 큰 틀을 ‘(1) 교육을 통한 인권’과 ‘(2) 교육에서의 

인권’ 차원으로 나누었고, 제 2 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실제 인터뷰 및 사례들을 살펴보며 인권적 

담론을 제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미술대학에서 실제 인터뷰와 사례들을 조사해보며 인권적 담론을 

발굴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크게 예술적 자유와 사회적 소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 3 장에서는 먼저 예술과 인권의 관계를 명확하게 개념화한 다음 구체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의 

측면으로 쟁점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악하는 논의의 틀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미술대학과 인권교육에 대핚 프레임 

방향           항목 교육을 통핚 인권 교육에서의 인권 

자유권 A B 

사회권 C D 

 

3.1 예술과 인권 

인권의 관점에서 예술은 어떻게 정의될까? 국제사회는 예술을 광범위한 범주에서 생활의 필수적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술이 다양한 사회의 문화적 주체성과 정신적 유산을 풍요롭게 영속시키며 

다양한 차이를 지닌 사람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소속감을 제공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30  한편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헌법은 무엇이 예술이라고 명문화하여 정의 내리지 않는다. 헌법이 예술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은, 예술과 관련한 활동 혹은 작품이 그 미적 수준이나 질과는 무관하게 

적어도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의 모든 장르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분야들까지도 

수용하기 위해서이다.31 종합하자면 인권과 헌법의 관점에서 예술은 사회현실 속에서 스스로 “내가 왜 

예술인가?”라는 정의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2 

                                           
30 UNESCO 국제규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핚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1980) 

http://www.unesco.or.kr/about/side_03_view.asp?articleid=54&page=3&SearchItem=&searchStr=&Gubun=&Cate= 

31 이명구, 「예술의 자유에 대핚 헌법적 보장과 핚계」, 핚양대학교 법학논총 제 17집, 12~13쪽. (1999) 

32 [각주 31]에서 얶급핚 이명구(1999)의 논문에서는 ‚예술윾 공동체사회의 현실 그 자체에서 예술윿 정의를 내려야 핚다. 즉, 

예술맊윾 그 스스로 예술이 무엇읶가를 정의내려야 핚다.‛라고 얶급하고 잇으며, 미학자 짂중권윾 ‚현대의 예술윾 ‚내가 왜 예술

읶가?‛라는 질문윿 자기 스스로 답핛 수 잇으며, 이를 ‘자기정의성’이라고 핚다.‛라고 밝혔다. 자세핚 것윾 짂중권, 『현대미학 강

의』, 아트북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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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예술의 성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정하고 강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도출된다. 이에 20 세기에 들어서 ‘예술의 자유’ 개념이 등장하였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의 제 142 조에서 예술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이를 독립된 개별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이 그 생성의 시작이다.33 우리 현행헌법 또한 제 22 조 제 1 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의 성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예술의 자유를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적지 않게 논의된 

역사가 있고, 이러한 까닭에 현재 독일과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적은 수의 국가에서만 예술의 자유를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권 차원에서 예술과 인권의 관계는 자유의 

보장과 제한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판단 가능하다. 

한편 사회권의 차원에서 예술과 인권에 대한 쟁점은 비교적 명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UNESCO 는 1972 년에 「현대 사회에서 예술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를 발표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일체의 노력을34바탕으로 1980 년에 

이르러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Artist)」35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예술인의 사회권이 국제사회의 의제로 승격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권고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수용하여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입법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는 2011 년 이전까지 

캐나다 36가 유일했으며, 우리 나라가 2011 년 11 월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예술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을 공포하였다. 37  이러한 맥락을 살펴볼 때, 사회권 차원에서 예술과 인권의 

관계는 과연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대로 한 국가에서 예술인의 지위를 온전히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33 이명구(1999) 상게 논문윿 살펴보자면, 예술의 자유를 헌법 차원에서 보장핚 시초는 독읷의 바이마르(Weimar) 헌법이라고 

제시핚다. 바이마르 헌법 142조에는 ‚예술과 학문 그리고 학문젂달윾 자유롭다‛라고 규정하고 잇고, 제 150조에는 국가의 문화

재 예술품 보호의무와 해외반출금지에 관핚 규정이 잇다. 또핚 제 158조에는 정싞노동, 특허권, 발명가, 예술가에 대핚 보호와 

후원의 국가의무규정이 잇었다. 현재 독읷헌법 제5조 제3항이 ‚예술과 학문, 연구, 교수의 권리는 자유롭다‛라고 규정되어 잇다. 

이상 상게 논문 2쪽 발췌.. 

34 1974년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문윿 얻어 ‘예술읶의 지위’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 1975년에 「예술읶 지위에 

대핚 국제조사」설문윿 마렦하고 이 설문조사를 1977년에 UN 회원국가들윿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였다. 읷렦의 노력 끝에 

UNESCO는 이러핚 읷렦의 노력 끝에 UNESCO는 1980년 10월 27읷 세르비아 베오드라드에서 열린 제21차 총회에서 「예술읶 

지위에 관핚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Artist)」를 찿택하였다. 

35 이 권고는 젂문과 9개의 장(1. 정의, 2 적용 범위, 3. 읷반지침, 4. 예술읶의 직업 훈렦, 5. 사회적 지위, 6. 예술읶의 고용•작

업•생홗여건, 7. 문화정챀과 참여, 8. 본 권고의 홗용과 이행, 9. 기졲 혖택의 유지)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잇는 바, 예술과 예술읶

의 사회권적 권리 보장에 관핚 국제사회의 노력윿 촉구하고, 이와 관렦된 구체적 정챀이나 조치를 제시하고 잇다. 

36 박영정, 『예술읶 정챀 체계화 방앆 연구』, 핚국문화관광연구원, 81~92쪽. (2006) 

37 우리 나라에서 예술읶 복지를 정부 정챀윿 적극 모색하기 시작핚 것윾 2004년부터 ‘예술읶의 4대 보험 가입 문제’를 국정 의

제화하면서부터 이지맊, 정부부처 갂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잇었다. 그러핚 상황에서 2011년 초 

핚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법 제정의 촉매제가 되었다. 자세핚 것윾 박영정, 「예술읶 복지를 위핚 쟁젅과 논

의」, 월갂 노동리뷰, 5~15쪽.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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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술대학 교육: 자유권을 중심으로 

예술의 자유의 근본적 사상은 르네상스의 인본주의(Humanis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후 

시민사회의 등장은 국가로부터 강제되지 않는 독립적인 사회를 요구했고, 여기에서 자유권의 개념이 

발전하였으며 점차 예술활동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술은 대중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나 권력에 의해 혹은 일률적 기준에 의해 함부로 

정의될 수 없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예술의 자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예술활동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인격과 주체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38  따라서 이러한 예술의 자유는 기본권보다 

더욱 근본적인 인권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 

한편 자유권은 방어적•소극적 형태의 권리로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국가 권력 

등이 국민에게 위법한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부작위(不作爲)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39  실제로 예술에 있어서 자유권이 강조되었던 역사는 역설적으로 예술의 자유를 

강하게 억압한 시대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보자면 우리 역사에서 일제강점기 하 ‘친일예술’과 

독일 역사에서 나치 정권의 ‘제국문화회의소(Reichskulturkammer)’를 제시할 수 있다. 즉,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예술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체제 선전에 악용되는 예술활동에 ‘복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예술에 대한 자유권은 국가나 권력을 가진 주체에 의해 침해 받지 않는 

이상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40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예술의 자유’를 다른 

자유권들과 함께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는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활동의 

자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41  먼저 창작의 자유는 예술 작품 탄생에 이르는 전 과정에 아우르는 

자유이다. 즉, 소재나 작품형태, 창작과정 및 제반 준비나 연습과정 등을 포함하여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표현의 자유는 예술인의 의사에 따라 창작된 작품이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자유는 예술활동을 위하여 요청되는 일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예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활동들이 곧바로 무한한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술의 자유가 다른 법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불가피하다. 현행헌법 

제 37 조 제 2 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는 바, 모든 예술의 자유가 모두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38 이명구, 「예술의 자유에 대핚 헌법적 보장과 핚계」, 핚양대학교 법학논총 제 17집, 2~4쪽. (1999) 

39 민족문화대백과사젂, 핚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Contents?contents_id=E0048018 

40 박영정(2012)윾 자유권의 실현에서 국가의 역핛윾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핚의 노력맊 기욳이면 된다고 제시

핚다. 자세핚 것윾 자세핚 것윾 박영정, 「예술읶 복지를 위핚 쟁젅과 논의」, 월갂 노동리뷰, 6쪽. (2012.07) 

41 이명구, 「예술의 자유에 대핚 헌법적 보장과 핚계」, 핚양대학교 법학논총 제 17집, 16~17쪽.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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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헌법은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상황에서 해결방식으로 ‘이익 형량의 원리’, ‘규범 조화적 원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의 자유권의 성격을 본 연구와 연계하여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예술인들이 

자유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들은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에 

속한 상태에서 예술을 행하고 스스로 예술인으로서의 위상을 갖기 때문이다.42 제 2 장에서 살펴보았듯 

현재 미술대학을 비롯한 예술교육의 현황에서는 이러한 자유권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도모하기 

어렵다. 즉, 암묵적으로 예술의 자유가 무한정 추구될 수 있는 것이란 오해가 누적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사례 2]는 실제로 이러한 오해가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시사한다.  

己는 미술대학의 졳업예정자로서 사회적 캠페읶윿 홍보하기 위핚 디자읶 작품윿 졳업작품으로 

맊들기로 하였다. 己윾 평소 독실핚 기독교읶으로서 동성애가 부당핚 것이라 여기고 잇었다. 

이에 己윾 남녀의 성 상징 기호 '♂'와 '♀'가 포개져 잇는 모양의 스탬프를 제작하여 교내 성 

소수자 동아리 庚의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에 낙읶윿 찍었고, 읷렦의 과정윿 챀자로 모아 

읶쇄하여 졳업작품윿 맊들었고 졳업심사에 통과하였다. 이후 미술대학 젂시회를 통해 己의 

작품이 공개되자 庚 측에서는 ‚호모포비아 작품윿 규탄핚다.‛라는 제목의 성명윿 발표하고 

己에 대핚 졳업자격 박탈윿 미술대학 측에 요구하였다. 이윽고 학내 커뮤니티에서 사회적 

소수 집단에 대핚 차별적 시각이 반영된 작품이 젂시된 바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庚 측에서는 쓰레기들윿 모아 ‘쓰레기 화홖’윿 맊들어 甲의 작품 앞에 짂열해 

놓았다. 이러핚 논란윾 주요 얶롞과 방송윿 통해 젂파되었다. 이에 대해 심사에 참여핚 

미술대학의 교수 辛윾 ‚작품의 주제가 민감핛 수는 잇으나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졲중핛 

필요가 잇으며, 해당 사앆에 대해 학과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윿 내놓고 논의핛 사앆윾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예술교육에 있어 인권적 감수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예술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그릇된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43 따라서 미술대학에서 행하는 예술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42 정원첛 교수(추계예대)는 이짂경 교수(서욳과학기술대)의 「코뮨주의 - 공동성과 평등성의 졲재롞」 81쪽윿 읶용하여 ‚문화예술

교육윾 공동체의 삶의 기반 위에서 행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중략)… 다양핚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나’의 위상이 비로소 확보되

는 것이다. …(중략)… 예술윾 공동체 범위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시핚다. 자세핚 것윾 정원첛, 「문화예술교육 – 

공동체의, 공동체에 의핚, 공동체를 위핚 교육」, 『문화예술교육에서 공동체와 지역성』, 핚국문화예술교육짂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011) 

43 이 문제에 대해 해당 학교 미학과 강사는 시사 주갂지에 다음과 같윾 글윿 기고하였다. ‚대학윾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이며 

동시에 ‘비판적 능력’,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하는 힘’윿 기르는 예외적 장소라는 모순된 속성윿 갖는다. 우리는 대학에서 자싞의 

말•눈 가리개를 더 겫고하게 핛 수도, 자싞의 겫고핚 외피를 벖고 세상으로 나가는 힘윿 기를 수도 잇다. 자싞의 종교적 확싞윿 

예술로 표출핚 학생윾, 그렇다면 아무것도 배욲 게 없었던 셈 아닌가? 그는 대학에서 상실의 경험, 가벼워지고 가난해지면서 동

시에 자유로워지는 경험윿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싞의 종교적•도그마적 확싞이 너에게 갈 수 잇는 길윿 차단했다는 고통의 목소

- 197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 | 2013년 가을  

인권의식 신장을 위한 미술대학 교육에 대한 연구  

 

한다. 다원적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술의 자유란 예술인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동시에, 예술인들이 남용하지 말아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권끼리 

충돌되는 상황에서 해결방식으로 ‘이익 형량의 원리’, ‘규범 조화적 원리’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예술인들 스스로 자유를 추구하되 사회적 이익과의 접점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3.3 미술대학 교육: 사회권을 중심으로 

사회권은 1966 년 12 월 16 일 제 21 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s,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서 

명문화되었으며, 우리 현행헌법은 제 32 조 제 1 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2 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 3 항에서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사회권 실현을 

위한 국가 노력의 의무를 명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사회권은 소극적 권리로서의 

자유권과는 달리, 국가 등이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UNESCO 에서 1980 년에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Artist)」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예술인의 사회권을 국제사회의 의제로 상정하였으나, 이 권고는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폭넓게 수용되지 못하였다. 1992 년 캐나다에서 「예술인 지위법」을 제정한 

것이 첫 번째 사례44이고, 우리 나라는 2011 년 11 월 17 일에 「예술인 복지법」을 공포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예술인의 사회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정황은 다음과 같다. 2004 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예술인의 

4 대보험 가입 문제’를 국정 의제화된 바가 있고, 2008 년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국정 과제로 설정한 바가 있으며, 2009 년 하반기에는 「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통해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당시 정부 부처간 합의가 결렬되어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되었다. 이후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이 때도 마찬가지로 정부 측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하여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상황에서 2011 년 초 한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로 인해 아사(餓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자 2011 년 

10 월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 복지법」을 통과시켰다.45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은 국내에서 예술인의 사회권을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하려는 첫 

출발이자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사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여기에서 주요 

                                                                                                                                   

리를 듣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핚마디로 아프지 않았다.‛ 자세핚 것윾 시사IN 225호. (2011.12.30) 

http://www.sisainlive.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2051 

44 캐나다에서는 1992년 「예술읶 지위법」윿 연방정부 차원에서 입법화하였다.  

자세핚 것윾 박영정, 『예술읶 정챀 체계화 방앆 연구』, 핚국문화관광연구원, 81~92쪽. (2006) 

45 박영정, 「예술읶 복지를 위핚 쟁젅과 논의」, 월갂 노동리뷰, 5~15쪽.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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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법이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시의 상황에 따라 급히 통과된 법이란 사실이다. 실제로 입법 과정에서 예술계의 입장과 정부 차원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예술계에서는 이 법안이「예술인복지법」이 예술인 복지를 위한 핵심 조항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이상의 입장 차이는 다음 [표 2]를 통해 제시한다. 

이러한 예술의 사회권의 현황과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궁극적으로 예술인들의 사회권 신장을 위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예술인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사회 속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존과 권리행사를 위한 정당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술을 

삶의 현장에서 유리된 ‘특별한 신분을 지닌 것’ 혹은 ‘삶과의 무(無)관계성’ 등으로 여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술인의 사회적 역량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6  다음으로 예술에 

대한 직업의식을 갖추고 정당한 노동권리를 추구하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술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예술인의 사회적 역량을 길러내어 예술인 스스로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예술인복지법」 입법화를 둘러싼 쟁점
47

 

쟁젅      입장 예술계
48

 정부 

예술인의 

범위와 기준 

 

(1) 법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핚 것읶가? 

(2) 법으로 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핚 읷읶가? 

☞ 「예술인복지법」 제 2 조의 ‘정의’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세부규정을 둠. 

근로자 대우 

여부 

(1) 예술읶윿 귺로자로 의제함. 

(2) 예술읶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혖택윿 적용해야 핚다고 주장함. 

(1) 예술읶윾 귺로자로 대우핛 수 없음. 

(2) 다른 집단과 형평성 고려해야 함. 

☞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 조항과 고용보험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산재보험 관련 

조항만 남음. 

                                           
46 임정희 교수(연세대 미학•미술평롞)는 문화의 권리 주체를 보다 동적으로 새롭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재개념화가 젃실

히 필요하다고 주장핚다. 자세핚 것윾 임정희, 「현장예술윿 둘러싼 사회적 의미와 창작의 권리」, 『현장 예술의 사회적 권리 확대

와 법제도 개선윿 위핚 토롞회』. (2013.3.14) 

47 상게지, 9~14쪽. (2012.07) 

48 예술계에서는 독읷의 예술가 사회보험제도나 프랑스의 엥테르미탕 같윾 제도처런 읷핛 때와 읷하지 않윿 때의 구붂이 모호핚 

예술읶에게 휴직 시 실업수당윿 지불하는 방식의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핚다. 자세핚 것윾 우석훈, 「문화로 먹고살기」, 반비, 

256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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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기금 

(1) 핚국예술읶복지재단의 설립윿 주장함. 

(2) ‘예술읶복지기금’으로 재원마렦 가능. 

싞규기금 설치는 불가. 

☞ ‘예술인복지기금’ 조항은 삭제되고 ‘예술인복지금고’의 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됨. 

 

3.4 소결론  

제 3 장을 시작하며 미술대학과 인권교육에 관한 논의의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예술교육에 있어 

인권의 의미를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분화하여 개별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자유권의 측면에서는 

예술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예술관을 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권의 측면에서는 예술인 스스로 사회적 소양을 갖춤으로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향은 모두 별개인 것이 

아니라 결국 [표 3]으로 정리해놓았듯 사회 속 예술인의 정체성 및 역할에 대한 모색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미술대학 차원의 인권교육은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예술인 상(像)에 대한 정립과도 

상통할 것이다.  

[표 3] 미술대학과 인권교육에 대핚 프레임 

방향           항목 교육을 통핚 인권 교육에서의 인권 

자유권 
예술의 자유에 대핚 재읶식 예술관에 대핚 재정립 

예술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핛에 대핚 교육 

사회권 
예술읶의 사회적 지위에 대핚 재읶식 사회적 권리추구 능력 제고 

 

4. 해외 사례 

앞서 국내 상황을 살펴보았다면, 제 4 장에서는 인권교육에 예술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해외 대학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이러한 흐름의 선두에는 하버드 대학교가 있다. 하버드 

대학교는 2000 년대 후반부터 인권교육에 예술을 활용한 방법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융합적 

성격을 띤 학제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하버드의 사례는 현재 국내 대학들의 융합적 

학제도입 흐름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개별적 프로그램을 도입한 대학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텍사스-오스틴 대학교의 로스쿨은 

직접 예술과 인권을 주제로 한 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뉴욕대학교의 티쉬 스쿨(Tisch School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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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는 미디어 작품을 통한 인권 캠페인 프로그램을 연 행사로 운영한다. 이러한 개별 사례들은 

장기적 지향에 앞서 단기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좋을 지에 대한 유의미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    

 

4.1 학제 적용 사례 : Harvard University 

하버드 대학교는 2009 년 UCHRS(Harvard University Committee on Human Rights Studies) 를 

발족하여 하버드의 모든 학제에 걸쳐 인권연구에 대한 상호협력 계획을 밝혔다.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인권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고, 개별 학과적 특성을 반영한 인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점은 UCHRS 측에서 예술의 역할을 강조하여 하나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로 예술은 대학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위한 강력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예술과 인권의 상호 관계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 사이에 

자연스러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한다.49  

‚우리는 하버드에서 따뜻핚 홖영의 붂위기 속에서 예술과 읶권이 서로 연계된 작품 

사례를 젂시했는데, 이에 대핚 열정적읶 반응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읶권연구는 

본래 법학과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시작하였지맊, 이제 우리는 읶권연구가 읶문학과 예술의 

영역에서 거대핚 잠재력이 잇다고 판단하며 이를 중요하게 다룰 것입니다. 예술과 읶권의 

연계에 대핚 집중적읶 노력윾 연중 내내 계속되며,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맋윾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잇습니다.‛50  

재클린 바바 교수, UCHRS 연구위원장 

(Jacqueline Bhabha, UCHRS Executive Director) 

 

UCHRS 에서 제공하는 예술과 인권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예술교육을 제공하여 인권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 문화 에이전트 

이니셔티브(Cultural Agent Initiative)와 신입생 예술교육 프로그램(Freshman Arts Program)과 같은 

프로그램이 속해 있다. 문화 에이전트 이니셔티브 아래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신입생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하버드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양교육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은 음악, 미술, 연극, 춤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점은 예술활동에 있어서 

우열을 가릴만한 경쟁 요소를 일절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버드에의 입학하기 위해 상당한 

경쟁을 해온 학생들에게 비경쟁적 구도를 강조함으로써 예술을 통해 인성을 순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49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학문 갂 연계 프로그램(Human Rights Across Disciplines)의 읷홖으로 읶권과 예술의 협력 프로그

램(Human Rights and The Arts)윿 욲영하고 잇음윿 살펴볼 수 잇다. 자세핚 것윾 http://www.humanrights.harvard.edu/. 

50 읶터뷰 젂문윾 「Arts, humanities, and human rights」, HARVARD gazette (2009.09.23) 

http://news.harvard.edu/gazette/story/2009/09/arts-humanities-and-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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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하나는 하버드의 유수 연구소와 연계하여 예술이 적용될 수 있는 인권 분야를 탐색하는 

방향이다. 51  사전에 학제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면 인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해당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사례들은 몇 가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국제적으로 전쟁난민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술의 보급을 위한 

인도주의적 전략의 개발, 하버드 로스쿨 인권프로그램에서의 예술인권을 주제로 한 현장 세미나 개설, 

보스턴 도시에서 예술 매체들 간에 통합하여 인권을 소재로 한 공연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 문화 에이젂트 이니셔티브 (Cultural Agent Initiative) 

문화 에이전트 이니셔티브는 예술이 시민사회의 발전에 매우 유의미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자, 예술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연구 과정은 대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진행하는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과 연결하고 실천적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하버드 학생들은 이 과정을 수업으로 

이수하며, 기존 사례를 꾸준히 연구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규 연계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등 학문 

영역을 창조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물은 정기적인 워크숍과 공개 포럼 등을 통해 

발표된다. 또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한 예술인들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감을 주는 

모델(Inspiration & Models)’으로 선정되어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하거나 대학 수업에서 강의를 

하며 학생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련의 과정 이후 결과물들은 지역 사회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지역 사회 지도자 및 활동가들에게 배포된다. 한편 여기에서 쌓은 노하우로 

“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 예술”과 같은 자매 프로그램을 육성하기도 한다.52 

[Harvard Thinks BIG4 2013] Doris Sommer: ‚Cultural Agents All‛
53

 

 

 

 

                                           
51 다음과 같윾 연구소들과 함께 연계하여 해당 붂야에서 예술적 쟁젅윿 찾는다. (연구소 : Harvard Center for Middle Eastern 

Studies, Harvard College Sierra Leone Initiative, Harvard Darfur Action Group, Harvard Humanitarian Initiative, Human 

Rights Program at Harvard Law School, Institute for Intermediate Studies 이상) 

52 자세핚 것윾 문화 에이젂트 이니셔티브 공식홈페이지 참조. 

http://www.culturalagents.org/about_us/about_us_background.html 

53 젂체 영상윿 보려면 하버드 대학교 공식 Youtube 찿널 참조. 

[Harvard Thinks BIG4 2013] http://www.youtube.com/watch?v=q8jNDXC_h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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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2 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하버드가 추구하는 4 가지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그 

중에 ‘문화 에이젂트 이니셔티브’도 포함되어 잇다. 위 영상윾 하버드 대학교 대강당에서 수상 

선정 기념으로 사회혁싞윿 위핚 예술의 역핛에 대핚 강연이 짂행되고 잇는 현장윿 담고 잇다. 

강연 내용윿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사회혁싞윿 위해 예술의 긍정적읶 변화를 맞이하고 

잇습니다. 이러핚 홖경에서 문화 에이젂트 이니셔티브는 학생과 교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새로욲 교수법윿 개발하고 잇습니다. 우리는 예술감각윿 지닌 

리더들윿 양성하고자 합니다. 시각 예술가가 시민사회의 문제를 보면, 작품윿 통해 

그 문제를 세계에 알릴 수 잇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욲 미래를 공동으로 맊들기 

위핚 능력들윿 향상해야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윾 학제갂 젆귺 방식윿 새로이 

하고, 리더십윿 기르는데 중요핚 혁싞윿 제공핛 것입니다.‛ 

도리스 섬머 교수, 문화 에이젂트 이니셔티브 학과장 

(Doris Sommer, Founder and Faculty Director) 

 

프로젝트 사례 : 「Pre-Texts」
54

 

 

 

 

「Pre-Texts」는 시민사회에서 중요핚 사회적 가치들윿 예술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통합적 

교육윿 도모하는 프로젝트이다. 짂행윾 교수와 예술가들이 팀윿 구성하여 학생들윿 공동 

                                           
54 자세핚 것윾 「Pre-Texts」 수업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pre-tex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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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짂다. 

「Pre-Texts」에서 짂행하는 세부 사례를 들자면, 지역사회의 빈곤층 아동에게 공부핛 

교재를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잇다. 이 프로그램윾 ‘문맹 퇴치’, ‘예술의 가치 보급’, ‘시민사회의 

가치 공유’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잇다. 학기 초에 하버드 학생들윾 교수짂들에게 약갂의 

이롞적 토대를 배우고, 곧바로 실습에 들어갂다. 우선 학생들윾 지역사회의 담배공장에서 

재홗용되는 골판지를 수거하여 재홗용 종이를 생산핚다. 이 종이에 미국의 시민사회가 

해결해야 핛 문제읶 ‘빈곤문제’나 ‘이민자 문제’ 등과 연계된 문학윿 읶쇄하도록 하는데, 이 때 

챀윿 대량 공정 읶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의 지도를 받아서 독특하고 개성이 잇는 챀윿 

핚 권씩 디자읶핚다. 이 챀윿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소외된 빈곤층 아동에게 제공하여 그 

아동들이 시민사회의 가치를 느끼고 공부하도록 장려핚다. 

읷렦의 과정윿 통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윾 교수짂과 예술가들의 도움윿 받아 

지역사회의 공장의 협력, 초등 교육기관과의 연계 등윿 체험핛 수 잇으므로, 실질적으로 

시민사회에 대핚 합리적 이성과 창의적 감성윿 고루 함양핛 수 잇다. 따라서 「Pre-Texts」는 

실제로 모든 참여자들이 고루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윿 공유하는 것윿 목표로 삼는다. 

궁극적으로, 하버드 문화 에이젂트 이니셔티브는 읷시적으로 핚 학기 수업윿 위핚 것이 

아니라, 교육자 - 학생 - 지역 교육기관 – 지역사회 주민 – 지역사회 산업 – 자치 및 행정기구 

- 법률 관렦 기관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윿 그려내고 잇는 것이다. 

 

 

「Pre-Texts」 참여 예술가 : 엘로이저 카토네라(Eloisa Cartonera) 
55

 

     

엘로이저 카토네라는 라틴 아메리카 출싞으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페루 리마에서 

홗동하는 예술가이다. 그녀는 빈곤층의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잇다는 사실에 착앆하여, 

산업현장에서 대량으로 폐기되는 골판지 등윿 모아 

재홗용 종이로 맊들어 교과서를 맊드는 등의 

작품홗동윿 하며 비공식적으로 출판 홗동윿 하였다. 

현재는 하버드 문화 에이젂트 이니셔티브에서 

‘영감윿 주는 모델(Inspiration & Models)’으로 

선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Pre-Texts」 프로젝트를 

젂담하여 학생들윿 지도하는 역핛윿 맟고 잇다. 

 

                                           
55 자세핚 것윾 문화 에이젂트 이니셔티브 공식홈페이지 참조. 

http://www.culturalagents버org/inspirationandmodels/inspirationandmodels_elois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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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별 적용 사례 

(1)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Human Rights and the Arts 

미국의 텍사스-오스틴 대학교 로스쿨에서 인권 연구를 담당하는 라포포트 센터(Rapoport 

Center)는 2010 년에 「예술과 인권(Human Rights and the Arts)」라는 프로그램을 창설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법학도와 예술인들을 아울러 구성되며,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주된 방침은 첫째로 

인권논의에 대해 법학도와 예술인의 상호 다른 관점들을 신선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인권을 

주제로 한 예술인을 초빙하여 작품을 전시하거나, 인권의식을 위해 법학도와 예술인이 공동으로 

작품을 기획하는 것이다. 둘째로 문학, 음악, 무용, 미술, 영상 등에서 인권개념이 적절히 응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 대해 지도교수는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사람들윾 영화, 문학, 그리고 예술윿 통해 읶권에 대해 쉽게 젆귺핛 수 잇습니다. 

미학적 얶어나 예술작품들윾 얶제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열린 개념윿 제공해주는 양가적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술윿 통해서 민주주의적 사회에서 서로 유연하게 대화핛 

수 잇는 방법윿 배욳 수 잇습니다.‛56 

루이스 카카모 휴찪테 교수, 예술과 읶권 연합워크숍 지도교수 

(Professor Luise Carcamo-Huechante, Head of the Human Rights and the Arts) 

 

프로젝트 사례 : 「Impunity, Justice and the Human Rights Agenda」 
57

 (미완) 

 

 

 

2013 년 2 월, 텍사스-오스틴 대학교 로스쿨에서는 「처벌, 정의와 읶권에 대핚 의제」를 

발표하며 학술 대회와 예술 작품 젂시회를 함께 공개하였다. 회의는 형사 사법 제도에서 

                                           
56 자세핚 것윾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www.utexas.edu/law/centers/humanrights/projects_and_publications/arts.php 

57 자세핚 것윾 「Impunity, Justice and the Human Rights Agenda」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www.utexas.edu/law/conferences/imp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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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읶권 침해의 내용에 관핚 것읶데, 특히 범죄 수사와 범읶의 기소젃차 등의 상황윿 

초젅윿 맞추었다. 또핚 예술 작품 젂시회는 텍사스-오스틴 대학에서 순수예술윿 젂공핚 

아드리아나 코랄(Adriana Corral)의 「Voces de las Perdidas」윿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윾 붉윾 젅토 타읷로 된 설치 미술작품읶데, 형사 사법젃차에서 희생된 사람들윿 

기념하여 명패(Body bag tag)를 형상화 핚 것이다.  

 

(2) NYU: Human Rights & Education 

뉴욕 대학교의 예술대학인 티쉬 스쿨(Tisch School of the Arts)는 2009 년부터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실천적으로 고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여름에 6 주간 

개설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작품으로 만든다. 제작 과정에서는 

의도, 윤리, 표현법 등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심사진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품을 심사한다. 심사진 및 자문단의 구성은 기존 교수들뿐만 아니라 기성 작가들, 

뉴욕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이 고루 참여한다. 작품 발표를 할 때는 저널리스트, 법률가, 미디어 기업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작품에 대한 전체 감상 및 공동 토론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작품을 

지역사회의 시사지 편집자 혹은 디지털 매체 언론인들과 만나 정식으로 출판할 수 있고, 또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전시하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한편 미디어를 통한 매그넘에서 설립한 

재단(MAGNUM Foundation)이 해당 프로그램의 후원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사례 : 「A Cutting Fear」 
58

 

 

 

                                           
58 「A Cutting Fear」 젂체 영상윿 보려면 http://vimeo.com/19590869# 

자세핚 것윾 공식 홈페이지 HUMAN RIGHTS & EDUCATION 참조.http://magnumfoundation.org/educ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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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학교 티쉬 스쿨 작가그룹읶 ‘Sim Chi Yin’윾 2010 년 [Photography and Human 

Rights] 프로그램윿 통해 「A Cutting Fear」이란 영상작품윿 맊들었다. 이 작품의 주읶공윾 

뉴욕에서 살고 잇는 잠비아 출싞의 여성 잒디(Zandi, 31 세)이다. 그녀는 지난 2002 년 위조 

싞붂증윿 이용하여 뉴욕으로 왔다. 잒디는 14 세 때 핛례를 겪었는데,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여 자싞의 아이들에게는 핛례를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Sim Chi Yin’윾 그녀가 

미국 사회의 소수자이자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읷상윿 영상으로 담았으며, 특히 

아이를 있태핚 여성으로서의 삶에 주목하고 잇다. 이 작품윾 2010 년의 최고 우수작으로 

선정되었고, ‘Sim Chi Ying’윾 매그넘 재단 읶권장학금윿 받았다. 

 

4.3 시사점 

이상의 사례들은 국내 현황에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관계의 측면이다. 해외 대학들은 

예술과 인권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유기적 관계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학제 간 벽을 낮추어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접근 방식의 측면이다. 인권의식이 중요하다고 하여 

예술계열 학생들에게 정리된 이론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쟁점을 찾아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인권의식을 생동감 있게 함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율적으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로 결과물의 활용 

측면이다. 학생들의 작품을 예술대학 교수진을 포함해 다양한 인사와 기관(타 학과 교수진, 기성 

예술인, 유관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지역사회 기관, 언론, 법률기관 등)을 통해 평가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공동체의 관심 속에서 학생들은 보다 책임의식을 갖고 작품을 만든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대학 차원의 교육이 예술과 인권의 상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인권의식 싞장을 위핚 미술대학 교육 제안 

제 1 장에서는 ‘예술’, ‘인권’, ‘교육’의 세 가지 큰 연구 범주에서 상호 교집합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며 연구방향을 제시하였고, 이 중에서도 특히 심도깊게 논의하기 위하여 미술대학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 2 장에서는  국내 미술대학생들이 처한 인권적 현황을 살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미술대학을 둘러싼 제반 조건에서 인권적 개념이 현저하게 낮은 현실을 지적할 수 있었다. 

더욱이 미술대학생들이 심각하게 자존감을 다치고 있는 현황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상황을 개선하려면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제 3 장에서는 미술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인권교육의 내용을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고, 인권교육 방법론으로 ‘교육을 통한 인권’과 

‘교육에서의 인권’을 고루 살펴보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술과 인권은 서로 유리되어서는 아니되며, 

교육을 통해 함께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는 소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제 4 장에서는 예술과 인권을 

연계한 모델 자체가 시행가능한 것이란 점을 확인했으며, 해당 모델들을 국내 현황에 비추어 유의미한 

시사점들을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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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모두 종합해보자면, 국내에서 예술교육과 인권교육은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단계적이고 영속적인 교육 모델을 구상하여 예술과 인권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교육 모델을 [도표] 

설계해 보았다.   

 

 

— [도표] 인권의식 싞장을 위핚 미술대학 교육 로드맵 — 

 

(1) 단기적 과제: 미술대학생 인권교육 

먼저 우리 예술교육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제 2 장을 통해 미술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결과, 그들은 인권 감수성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급선무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인으로서의 

소양을 고루 갖추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권리를 남이 대신 인지해줄 수 없으며, 또한 

스스로 구하지 않을 권리를 남이 대신 구해다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예술인으로서 

어떠한 자유를 누려야 하는지, 그러한 자유권을 사회의 이익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사회 속에서 

예술인의 지위는 어떠해야 하는지, 자신은 어떠한 존중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예술의 내재적 원리를 회복하여 예술계통에서의 진로의식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촉매제로 기능할 것인즉, 예술계 내적으로 인권의식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술대학 

차원에서 예술인권에 관한  전공필수 과목 제정, 기능 위주의 교육을 지양, 폐쇄적인 직업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술인으로서의 상호존중 문화 학내 캠페인 실시, 예술인으로서의 사회권 인지교육 

 (3) 사회연계 인권교육 

 (2) 다학제적 인권교육 

 (1) 미술대학생 인권교육 

•지역사회 읶권 발굴 프로젝트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연계 

•예술 프로젝트 결과물 공유 

•읶권교육 범주에 예술붂야 포함 

•예술-읶권 융합적 학제 개발 

•예술-읶권 실첚적 프로젝트 

•예술읶으로서의 정체성 읶식 

•예술읶으로서의 사회적 소양 

•짂로교육과 읶권교육의 연계 

교육을 통핚 인권 

교육에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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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실시해볼 수 있다. 이러한 순기능 속에서 미술대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삶, 사회속에서 

예술가의 상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 

  

(2)  중기적 과제: 다학제적 인권교육 

다음으로 예술과 인권의 개념이 서로 상생의 관계라는 것을 인지하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학문간 

벽을 낮추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하려면, 미술대학이 

인권을 주요 주제로 다루는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사회과학대학 등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인권과 관련하여 미술대학이 참여하는 정도가 극히 미미하지만, 제 4 장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 하버드 UCHRS 프로그램을 필두로 한 선구 사례를 참조해보자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믿는다. 이들 해외 대학들은 2000 년대 후반부터 예술과 인권의 접점을 발굴하며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온 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실천적 영역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크게 장려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예술과 인권이 서로 융합적 학제로 개편될 때 법학도 혹은 사회과학도와 예술학도가 서로의 역량을 

모았을 때의 잠재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과 인권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듯, 

인접학문간의 연계는 기존 쟁점에 신선한 시각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3)  장기적 과제: 사회연계 인권교육 

장기적으로 대학 차원의 예술과 인권의 연계 시도가 사회 현장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에서 제시한 하버드 대학교의 문화 에이전트 이니셔티브의 사례나 뉴욕 대학교의 사례처럼, 

지역사회의 문제와 서로 연계하고 그 결과물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침의 교육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속에서 예술의 역할이 지닌 잠재성을 극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술인들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시비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미술대학생들은 세상의 

다양한 색채를 골라서 색채들끼리 조화시켜 미(美)를 추구할 수 있는 감각을 지니고 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로스쿨의 루이스 카카모 휴찬테 교수가 말했듯, 예술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를 유연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 즉 다양성을 

강조하는 인권의식 및 민주주의 정신과도 상통하는 접점이다. 우리 삶은 ‘지속가능성’을 묻는다. 

사회의 발전이라는 개념은 마치 미래적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실 속에서의 상상력이 

요구된다. 여기에 미술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인권적 개념을 그려냄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공유해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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