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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일시: 2017.11.28.(화) 오전 10시

l 장소: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l 주최: 권미혁 의원실 /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빠띠 /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행사 프로그램 순서

o 사전마당

- 사회: 손우정(바꿈 상임이사) 

■ 10:00-10:10 인사말(국회의원 권미혁,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강주성, 바꿈 이사장 박순성)

o 본 마당 

- 사회: 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 10:10-11:50 “시민,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 11:50-12:00 맺음말: 김명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 참가자 퍼포먼스(건강권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요구를 담은 손피켓 들기)

o 증언대회에 참여하는 이야기 손님

■ 학교 급식 노동자 박화자 님 

■ 건강보험 체납 피해자 김금선 님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님

■ 장애인 가족 최은경 님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치이즈 님

■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 이인섭 님

■ 당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유종준 님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활동가 백승우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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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함께 만들어 역사적 성과로!

(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김창엽

건강권을 강하게, 그것도 권리의 주체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초유의 ‘사건’이라고 생각

합니다. 무엇이 건강인지, 무엇이 아픈 것인지, 무엇을 권리라고 해야 하는지, 누가 책임을 져

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며 요구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분, 증언하기로 약속하신 분, 참여하신 분,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

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의 일이기에 감사보다는 스스로 기꺼워하고 뿌듯해 해도 좋

을 것 같습니다. 공들여 준비한 일인 만큼 작더라도 충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

다.   

건강할 권리가 ‘사회적인 것’이 되는 때는 반드시 대화와 토론, 성찰,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이 다음 때와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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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생각하는 나라를 꿈꿔보세요.

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우리는 오래 전부터 국민의 의무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배워 왔습니다. 국방, 조세 등 국민의 

4대 의무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문제로 나왔고,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민의 권리는 의무에 걸맞게 교육 받은 게 아주 약합니

다. 그런 사회 분위가 속에서 건강의 문제는 철저히 개인의 문제였고 감히 권리라는 이름으로

는 명함도 못 내밀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개인이 건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기 쉽지 않은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사회

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은 국가가 그것을 해결하고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

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들은 그 일을 하라고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국민들에게는 권리가 됩니다. 건강의 문제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로 이해해야 할 이유입니다. 건강할 권리 - 바로 ‘건강권’입니다.

우리는 이 건강할 권리를 헌법 전문에 새겨 넣고자 요구합니다. 헌법은 우리가 어떤 나라를 꿈

꾸고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사회를 설계하고 이

를 근거로 국가에 대해 우리는 권리로 요구합니다. 소리칩시다. 그리고 만들고 싶은 나라를 함

께 꿈꿉시다.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인간의 권리가 무너진다고 소리칩시다. 그래서 건강권은 

모든 권리의 기본적인 요구임을 헌법에 새겨 넣읍시다. 우리 모두 함께 역사의 수레바퀴에 든

든한 살을 하나 더 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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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일할 권리,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규혁 위원장

다양한 서비스업종의 노동자들은 다양한 노동형태와 노동과정이 존재합니다.

장시간노동과 야간노동을 해야하는 백화점, 면세점, 마트노동자,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심야노동을 해야하는 호텔과 보안노동자,

학교 급식실에서 항상 사고나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주택과 거리를 오가면서 이동노동을 해야하는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시, 택배노

동자.

각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노동자들은 디스크 질환, 족적근막염, 방광염, 하

지정맥류, 우울증 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2017년 서비스연맹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조

건과 삶의 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합원 34.5%가 위의 질환 중 1개 이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이나 재해를 경험한 조합원 중 간단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42.3%, 지속

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39.2%, 병원에 입원할 정도인 경우가 18.4%가 나왔습니다. 그

러나 아파도 출근해서 일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아픈 것이 마치 개인의 책임인 것처럼 바라보

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서비스노동자들은 고객을 대면하는 업무의 특성상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서비스교육을 받은 대로 항상 친절한 태도와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잘못

한 게 없어도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업무평가를 이유로 무조건 친절을 강요

하는 기업은 감정노동 유발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감정노동 때문에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결국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현장에서 건강문제가 생겨도  

온전하게 보호 받지 못하는 현재 법 구조는 건강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중심의 노동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침해받지 않

도록, 헌법에서 건강권이 사회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권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건강권 개헌 행사를 통해 우리의 외침이 널리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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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의 강령입니다. 

(사)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

헌법은 법률 전문가나 정치인들만의 책이 아닙니다. 헌법은 우리 모두가 가야할 방향과 길을 

그려 놓은, 우리 국민의 강령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현행 헌법이 만들어 진 지도 30년이 지

났습니다. 30년 전과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고,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상황과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

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수한 논쟁에도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것을 국민의 강령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협소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요구보다는 정치인들, 법률가들

의 요구만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국민께서 “헌법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

부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0년 전 직선제를 쟁취한 것도, 얼마 전 부정한 대통

령의 파면을 이끌어 낸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라는 건강권 피해자 증언대회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개헌안에 담아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행사

입니다. 이번 개헌은 이처럼 단지 권력이나 통치구조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담아내야 합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서로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 드

러내는 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비

롯해 더 많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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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리를 준비해주신 존경하는 권미혁 의원님과 시민단체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마련되어 1987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개헌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그

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정신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 헌법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강하게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

황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할 건강할 권리, 즉 건강권은 우리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 35조 환경권, 36조 

3항 보건권 조항에 모호하게 나눠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국가의 개입 근거가 담겨있지 못해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과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건강할 권리를 시민의 권리이자 

하나의 인권적 가치로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현재는 세계 모든 국가가 건강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들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건강권 확대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실

질적으로 헌법 조항 안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이 오늘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좋은 시기에 좋은 토론회가 열려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주시는 의견들을 잘 

모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권미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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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여기서는 ‘건강’과 ‘보건’이 다른 개념임을 보여주고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이란 용어를 소개

하고자 한다.

l 건강 (health): 건강은 매우 모호한 개념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다. “질병이 없는 상태”, “바

람직한 상태”, “일상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적응 상태”, “물리적, 사

회적, 기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사거나 줄 수 있는 상품”, “개인적인 힘이나 능력(신

체적, 형이상학적, 지적 측면)”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 또한 건강은 실재하는 것이라기보

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1)

l 보건, 의료, 보건의료: 보건, 의료, 보건의료 등의 말은 흔히 비슷한 뜻으로 쓰이거나 서로 

중복되는 범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합의되고 공인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 표현으로 보건은 “가장 넓은 범위에서 집단(population)의 건강과 관련된 활동”, 의

료는 “집단보다는 개인의(personal) 건강과 관련된 것, 특히 의료 전문직의 활동 또는 이와 

연관된 사회적 현상이나 활동”, 보건의료는 다소 타협적인 개념으로 “건강과 보건 또는 의

료와 연관된 집단적이고 개인적 활동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2)

l 건강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health): 건강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상업적, 개인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사회적, 

경제적, 생활양식과 관련된 건강 결정요인)과 정치적 혹은 다른 유형의 정책에 의해 영향

을 받지 않는 요인(연령, 성, 유전)이 존재한다.3)

1) 김창엽, 김명희, 이태진, 손정인. 한국의 건강 불평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pp. 6-11.
2) 김창엽, 김명희, 이태진, 손정인. 한국의 건강 불평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pp. 31-32.
3) Dahlgren G, Whitehead M. European strategies for tackling social inequities in health: Levelling up 

part 2.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06.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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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1) 학교 급식 노동자 박화자 님의 이야기 

l 배경 

․인터뷰 당사자 박화자님은 학교급식노동자로 급식실에서 12년을 넘게 일해 왔음. 

․경력이 단절된 중년여성이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고 출퇴근, 방학, 

주말을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이 직장을 선택하게 되었음. 

․그러나 낮은 인력기준,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되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l 키워드 : 노동환경, 비정규직, 산재

l 포인트

 

① 낮은 인력기준과 낮은 처우!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환경

어린이집 80명당 1인에 비해 사학교는 150명당 1인으로 학생이 500명에서 700명 정도이면 5

명이 일을 해야 하는 구조임. 12년 전 첫 월급이 64만 원 밖에 되지 않았고 노동강도도 세지만 

힘들어도 견뎌왔음. 아침 8시부터 4시로 까지 8시간을 근무하지만 학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로 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았음. 

이후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임금이나 처우가 두 배 올랐고 2014년 장기근속 가산금이 2만 7천

원에서 2년차부터 3만원씩 오르게 되었고, 수당, 교통비, 밥값도 생겨서 처우가 낳아졌다고 생

각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금이 낮아 장기근속자에게 5만원씩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그러

나 학생들이 줄고 있어 급식노동자의 배치인력도 줄어들고 있어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더욱 힘

들어짐.

K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15명이나 일을 했어요. 애들이 1800명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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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그 학교 없어졌어요. 마지막에는 4명까지 줄은 거예요. 그래서 11명이 노동조합 없

을 때는 해고였고,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해고는 막고 다른 학교로 보내졌던 걸로 만들어졌거든

요.

K 그런데 그 공간이 있잖아요. 15명이 일하던 공간을 4명이서 하는 거예요. 일이 더 많죠. 음식이

라는 게, 양이 이 만큼을 해도, 요 만큼을 해도, 쓰는 기구는 똑같아요. 기구도 똑같고 바닥청도 

등까지 하다보면 노동 강도는 더 세지는 거죠.

K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람답게 해 달라.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배치기준도 낮춰 달라, 이

런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K 급식이라는 게 시간 안에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는 시간싸움이라고 하거든요. 단시간에 온 

힘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종종거리고 뛰는 일이 많아요. 작은 인원이다 보니까 산재사고도 많이 

나고. 노동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폐암 및 

각종 암 이런게 요즘에는 점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근골격계 질환과 3년전에 어깨

가 파열이 됐거든요. 그 뒤 다른 학교로 옮겼는데 그 학교도 인원이 4명이에요. 4명이서 하는데, 

한 사람이 아프면 잘 못 쉬어요. 왜냐하면 내가 쉬면 동료가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서 한명이 쉬었어요, 3명인데 알바를 하나 쓴 거죠. 그런데 이 알바는 한 사람 몫을 못하잖아요. 

셋이서 동동거리고 뛰다가 저도 식판 들고 뛰다가 넘어졌죠. 넘어져서 벽에 부딪히면서 파열됐

고.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산재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산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산재

해주세요” 이렇게 잘 못했고 사실 동료들한테 미안해서, 학교에 또 미안해서 산재 이야기를 사실 

잘 못해요, 먼저. 

K 지금에 와서 노동조합이 산재문제를 어떻게든 산재로 인정받고 산재를 좀 살게 끔 하려고 하는

데. 그 당시나 지금까지도 노동자들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치면 당당하게 

산재로 쉬어야 한다는 이런 인식이 없어요, 눈치를 봐야해서... 그래서 저도 산재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미안하고 동료들한테 이런 게 있어서 못하고..

②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들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하여 폐암 등의 질환이 발생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

이 많아 산재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아파도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음. 

K 급식실 후드가 잘 안 빨아들이면 여름에는 온도가 50, 60도가 돼요. 습기도 많고. 그래서 옷이 

다, 속옷까지 다 젖도록 일을 했는데, 1년 반 동안 후두를 안 고쳐주는 거예요. 돈이 든다고. 그

래도 힘드니까 계속 후두 이야기 했는데 안 고쳐줬어요. 그러다 어느 한 분이 보건증 때문에 사

진 찍었는데 폐가 이상하다 해서 큰 병원 갔더니 폐암 말기가 된 거죠. 호흡기나, 그런 원인은 

우리가 봤을 땐 그건데, 그거라고 안 나오잖아요. 딱히 밝히기도 힘든 거고. 그 전에도 튀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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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몇 번 쓰러졌었데요. 왜냐하면 튀김은 160도 이상에서 튀기거든요. 160도를 한 사람이 2시간, 

최하 2시간은 튀겨요. 튀기다보면 그 열기나, 또 후두가 안 빨아들이면 그 안에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K 저희는 여름 방학 전에 되게 더울 때. 그 때는 쓰러지고 이러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전 부치고 

튀김하고 이런 거에. 많이 현기증도 많이 느끼고. 그때.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에 요구하는 거

는 그 때에는 튀김이나 전을 좀 하지 말고 오븐 요리로 좀 돌려달라는 게 저희 요구거든요. 그런

데 잘 안 해주죠. 애들이 튀김요리 좋아한다고.

K 그래서 내 일을 하다보면 옆에 주위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 갔는지 잘 못 봐요. 하다보니

까 한 사람이 안 보여서 찾았더니 쓰러져있었던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 와서 오른 쪽 뇌가 다 죽

어서 마비가 됐고 지금 요양원에 있거든요. 그 학교는 그 사건 때문에 후두 를 바로 고쳤어요. 

하루면 고칠 수 있는 건데. 하루면 고칠 수 있는 건데. 그게 돈이 얼마나 더 든다고..

K (질문자: 폐암 걸리신 분은 산재 신청 하셨어요?) 산재는 안 되죠. 그냥 1년 동안 쉴 수 있는 휴

직이 있어요.  휴직 하고 건강 회복하고 나와서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죠. 산재가 폐암은 안

돼요. 근골격계 질환이나  골병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 노력하려고 하

는데. 인정이 안 되니까 방학 때만 기다려서 수술을 다 예약해놓고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계속 알려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K 그 다음에 절단 사고도 많이 나요. 야채 같은 것도 이제 기계로 썰잖아요. 손이 빨려 들어가요. 

손이 막 절단 나는 사고가 많아요. 넘어지는 사고부터 끓는 물에 화상사고가 제일 많고. 

K 음식물 처리도 다 하고 바닥부터 하수구도 다 열고 다 닦거든요. 1주일에 한 번씩 천장, 후두 대

청소. 그런데 후두 닦다가 3년 전인가 끓는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잖아요. 왜냐하면 후두를 닦기 

위해서는 솥을 밟고 올라가서 닦는데, 시간이 여유로우면 솥에 있는 끓는 물을 다 식히고 나서 

올라갔겠죠. 그런데 시간 안에 마무리 져야 하는 거니까 그냥 끓는 솥에 올라가서 닦는 거죠. 그

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라는 게 내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적으로 나는 거라서.

③ 급식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오해들

K 저희 급식실은 위장병을 달고 살아요. 왜냐하면 짬 날 때 얼른. 따로 시간이 없어요. 음식이 나오

는 시간, 나오기 전, 아니면 후? 아니면 짬날 때 국말아 먹거나.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

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는 30분 이상의 시간은 있지만 그 시간이  언제부터다, 라는 건 학교마다 

음식 스타일이나 시간에 맞춰서 아예 배식할 때 다 끝내놓고 너무 힘드니까 좀 더 오래 우리 쉬

었다 하자, 라고 한다면  좀 더 늦어지는 거죠. 일하다가 그런 게 참 서러운 건데 밥도 사실 애들 

주고 남는 거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먹을 수 없죠. 눈치가 보이니까 애들 주고 

남는 거 먹기도 하고 그런게 좀 서럽기는 해요.

K 노조만들고 활동하면서 너희들이 공무원 되려고 그러느냐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시원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합격되면 급식실에서 일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임금체계가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똑같아요. 이걸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근속수당을 만들어서 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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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받으면 3만원씩 올라가서 오래 20년 오래 일한사람은 거기에 맞는 더 받는 거잖아요. 마

치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저는 되게 서러웠거든요.

K 저희는 체계가 공무원과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급식실 뿐만 아니라 행정실이나 교무실에도 인

원이 부족해요. 학교 측에서는 잡무를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니까 아이들 가리키는 일 외에 다 비

정규직 일인 거예요. 차 대접 같은걸 시켜요. 저희는 차 대접은 아니다라고 해도 학교 측에서는 

차 대접을 원하거든요. 학부모들 오면 차 대접을 하라 그러고. 무슨 차 드실래요? 라고까지 물어

보라 그러고.

④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밥하는 직업인데 밥먹을 시간도, 밥도 먹지 못하는 환경이다.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부터 

지켜졌으면 함.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열악한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노동자로서 권리

를 인정받고 싶다. 헌법에 어쨌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중요하게 명시되어야 

함.

K 산재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부터도 당당하게 산재를 요구해야 한다. 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다쳤을 때나 골병 들었을 때 산재로  당당히 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K 산업안전보건법 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부에서는 학교라는 게 서비스업이라서 급식실이 안 된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급식실은 예외다 라고 했어요. 결국  노동부에서산업안전보건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교육청, 교육부가 서로 미루고 안 해줘요. 이게 법으로만 만들어

줘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바꿀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왜 

사고가 났는지를 파악하고 사고가 안 나게끔 만들고 이런 일들 모든 일들을 그 안에서 할 수 있

어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안 해줘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바꿀 거거든. 환경이 안 좋은 

곳, 막 낡은 시설은 바꿔야 한다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느니까. 우리가 뭐 엉뚱한 걸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일 하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을 바꿔나가는 건데. 정말 후두가 고장 나

서 당장 교체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안 해줬을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파악을 해갖고 고칠 

수 있게끔. 그게 법으로 되면 끝내주는데. 그것만 되면 급식실은 정말 살 맛 날 것 같아요. 

K 교육청에서는 급식실 환경이 되게 열악하고 힘든 일 하는 거 알아요. 인정을 하고. 사적인 자리

에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진짜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

위 모르는 주변 학부모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애들을 볼모로 하느냐, 막 이제 이

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학교 안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없애는 일을 우리 엄마들이 나서서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취직을 할 건데  우리가 당했던 비정규직

의 설움을 알기에.. 저는 정규직 조리사랑 교장이랑 많이 싸웠던 이유중에는 인격적 무시도 커

요. 3월 1일 날 첫 출근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둥 막 이런 이야기 하고. 대출을 받아서 줄까,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너희 비정규직 임금은 아이들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존재야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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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들었어요. 싸우죠. 파업하면 그런 걸 왜 못 참아서.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는 비정규직은 되게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이고, 시선은 안 좋죠. 파업을 하

면 학부모들도 애들 볼모로 너희들 인건비 올리려 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파업을 다짐했을 때는 대게 엄청나게 고민하고 망설이다 해요. 학교 눈치도 있

고 사실 애들한테 밥 주고 싶어요. 사실 밥 주고 싶어서 파업 안한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

제, 파업은 우리한테 마지막 무기거든요. 당장 내 임금 올리기 전에. 임금 올리는 거 그만하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다오. 사람을 더 다오. 비정규직 없애는 데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

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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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체납 피해자 김금선 님의 이야기

l 배경 

․인터뷰 당사자는 건강보험 체납(약 150만원)으로 제 때에 질병 치료를 못 받고, 아이들이 활

발하게 뛰어노는 것마저도 혹시 다칠까봐 걱정하는 상황을 겪으심. 건강보험이 체납되었음

에도 분할납부나 탕감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병원 이용을 최대한 억제했고 이로 인해 

질병과 후유증이 심해짐. 살기 위해 일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쩔 수 없이 체납이

라는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정부가(건강보험공단) 너무 무관심 하다고 생각함.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 봉사나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활동들을 했는데, 이런 활동이 아니었

으면 더 위축되고 어려웠을 것임.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2016년 7월 현재,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134만 7천 세대, 사업장은 3만 7천 개소. 지역가입자 전체 세대 대비 18.3%, 건강보험 적용 

전체 사업장 대비 2.7%에 해당하는 규모. 하지만 연평균 체납액은 1,030억 원으로 2015년 

보험료 부과액 44조 3,298억 원 대비 0.2%에 불과한 금액임.

․전체 지역가입자 규모를 고려하면, 2003년 이래 지역가입자 세대의 18~27%는 급여제한 기

준 이상 체납 세대였다고 추정. 이 가운데 ‘생계형’ 체납과 ‘장기’ 체납이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건강보험 체납이라는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제도적 

과제임을 드러냄. 2016년 7월 기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 세대는 체납 세대

의 67.4%, 2년 이상 ‘장기’ 체납 세대는 체납 세대의 53.4%를 차지했음.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면제 또는 지원받거나 의료

급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압류와 독촉의 대상으로 남아 있음.

l 키워드: 건강보험 체납 때문에 의료 이용 제한, 분할납부나 탕감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의료이용 제한으로 더 심해지는 질병, 건강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 

l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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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심히 일하고 벌어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남편은 열심히 일한다고 나가지만 장사가 안 돼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도 가져다주지 못하

고, 본인은 몸이 아파 소득활동을 나가기 어려움. 월세도 밀리는 처지에 당장 급한 전기요금, 

가스비 내기도 버거워 건강보험료는 계속 체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K 체납이 된 거는 한 5년 정도인 것 같아요. 남편이 의료 쪽 사업을 하면서 경기 어려움으로  열심

히 하고 오밤중에 들어오고 쉬는 날 없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요 일을 나가요 4월 

한 달 장사를 한답시고 나가거든요. 매출이 수입이 없어 없나 봐요. 생활비를 갖다 주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얼마라고 얘기하려면 할 정도로 집에 생활비를 갖다 주지도 않는 거예요 보험료뿐

만 아니라 모든 세금들이 체납이 되고 저희가 지금 여기 뭐 월세도 체납 되고 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K 좀 숨 쉴 만 하면은 또 해야 되고. 이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탓을 하는 탓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탓은 아닐 거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 물어봐도 

저희 아빠는요 없어요. 아침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고, 쉬지도 않고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매출

이 없고 돈을 못 벌어 오니까 생활비로 못 주니까 남편이 의기소침해 지죠. 저희들이 돈 문제로 

불화가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서로가 이게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다가

도 채무 문제로 막 불거지고 이러니까... 지금은 거의 내려놓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K 우리 둘째가 어리잖아요. 이게 체납된 때가 우리 애가 어린이집 다닐 때니까. 어리니까, 애를 혼

자 놓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알바, 시간제 아닌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직장 생활

이 그렇잖아요. 회식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늦게까지 어울리는 것도 있어야 되

고. 그러니 완전하게 직장 생활 못했죠. 그때 시부모님 두 분 다 계셨어요. 아버님은 대소변 받아

내시는 분이고 어머님은 거동이 불편한 분이시고. 제가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원래 사업을 했었는데 IMF 때부터 인제 힘들어진 거예요. 말리는 거죠. 그

야말로. 말리고 말리고 말리고 지금까지. 지금은 열심히 해도 이제는 이게 뭐 경제가 안 받쳐 준

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저희가 말리고 말린 거예요. 저는 그래요.

② 보험료 체납으로 병원을 못 가서 더 심해지는 질병

계단을 내려가기 힘들 정도로 무릎이 아프고 정신신경적인 문제도 있고 갑상선항진증이 있지

만, 한 번 가면 몇 만원씩 나가야 내야 하는 진료비 때문에 병원을 못가고 병은 점점 더 심해

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부부간에 갈등도 나타남.

K (병원을) 한참동안 못 갔죠. 그래서 한동안 못 가죠 체납이 되니까. 못 갔는데 제가 사실이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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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이랑 약간 신경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드니까 잠도 잘 못 자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정신과 쪽으로도 뭐 약을 좀 먹고 하면 좀 낫다는데... 그래서 눈이 좀 지금도 항상 따가워요 

잠을 좀 잘 못 자 가지고. 그래서 제일 제가 고생한 건요. 다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정말 너

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앉아 있지만 꿇어앉지를 못 하고요 계단을 내려가지를 못

해요. 지금 이게 많이 나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걸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제가 좀 병원도 다니

고 건강 보험료 이거 말고도 어떻게 좀 계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지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을 다닌 지가 이제 한두 달 돼요.

K 제가 유전적인 것도 있는 거 같고 또 스트레스. 너무 이게 저희 가정 형편이 이렇게까지 어려워

진 건 저도 참. 여기도 저희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에 저희가 남편 사업 때문에 다 어려워지고 해

서 여기로 들어와서 사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그렇고 또 무리하게 또 이 상황이 마음은 어렵고 

몸도 면역체계가 약해진 데나 뭐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낫지도 않더라고요.

K 첫 번째 병원을 못 다닌 거죠. 한번 가면 몇 만원 못 내요. 그렇더라고요. 이건 병원도 못 갈 정

도로 이게 사는 게 뭐지? 참 회의감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다리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고. 왼쪽 

저림 현상은 제가 10년 넘게. 왼쪽 저림 현상이 있고 근데 지금도 이것도 병원 치료 받고 있고

요. 이것도 무릎도 치료 받고 있고요. 

K 제가 특히 제가 병원에 못 가서 제일 제가 문제가 되는 게 갑상선항진증이에요. 이걸 병원을 한

동안 못 다녀 가지고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 

그랬죠. 그래서 항진증에 그런 부작용이 저는요 다 나타나 버렸어요.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도 보

이죠? 그건 제가 마음을 많이 다 접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제가 자꾸 수

렁으로 빠져 봤자 좋은 거 아니고. 둘째가 어리니까. 그래서 항진증 그 후유증으로 머리카락도 

엄청 많이 빠져요. 그리고 보면 제가 매직기로 해서 그렇지. 머리 깎고 그냥 부르르르. 그게 이제 

몸에 열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반팔입고 안 춥거든요. 열이 많이 나

니까. 머리도 바르르해지고 곱슬기도 막 생기고 막 이렇게 머리숱도 하수구가... 우리 애들이 막 

그랬어요. 수세미 정말 말로만 듣던 하수구에 수세미처럼 생긴다는 게. 막 저는 그랬어요. 그러

고 이 열나고 그리고 장에도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병원도 제대로 다니면서, 장에도 문

제... 그것도 또 갑상선항진증 후유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몸에 별 일이 다 생기더라고.

K 올 여름에 병원을 못 다녀서요. 항진증 때문에 여름에 귀가 뜨겁고 땀이 얼마나 나는지. 저는 그

냥 이게 갱년기가 나이 먹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 알고 보니까. 

갑상선항진증 그 후유증이 그 부작용이 저한테만 나타났던 거야. 병원에 못 가는 동안. 그래서 

제가 사실 진짜 마음이 정말 많이 안 좋았어요. 그 시기를 보내면서. 애꿎은 남편만 제가 막 그

랬죠.

③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의료 이용 제한 

남편도 거의 의료 이용 억제함. 아이들 면역력을 높이겠다고 춥게 키우고, 활발하게 뛰어노는 

것조차 다쳐서 병원을 가야할까 걱정을 하면서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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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몸이 안 좋아 고생하는 건) 사실 저희 남편이죠. 실질적인 가장이고 수입을 창출하겠다고 일을 

다니는데, 나이가 이제 50이니까 왜 안 아프겠어요. 신체 생리학적으로. 그죠? 얼마 전에 잇몸이 

하도 많이 내려 앉아 가지고 그나마 그거 지금 당장 아프니까 이거는. 그 저희 남편도 이런 상황

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마음이 아마 저랑 비슷한 거 같아요. 보험 체납돼서 이런 상황인데 병원

을 들락날락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사람이 기본적인 도덕적인 심리인거죠. 그니까 제 남편이 

제일 이런 의료원 뭐지 혜택을 지금 병원을 못 다니는 게 좀 안 됐어요. 많이 안 됐어요.

K 제가 아프지 말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춥게 키우고 그래요.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인

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죠. 그래서 보일러를 별로 안 틀어요. 비도 오고, (손님들) 오신다니까 제

가 살짝 온기 있게 해 드린 거죠. 춥게 키워요. 그래서 감기 잘 안 걸리게 하고. 근데 또 알러지

는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그것 때문에 다니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둘째가 지금 

열한 살이라 그렇지, 번잡하다 할 정도로 애가 활동적이었어요. 성격이. 그러면은 저는요. 이거 

얘기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너무 성격이 활발해버리면 부러질까봐 다칠까봐 정말 알게 모

르게 제가 노심초사 키운 거예요. 어디라도 부러지면 어떡해요? 저 사실 보험이 없거든요. (민간

보험, 사보험) 없어요.

K 둘째가 놀다가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다치고 사고날까봐 전 항상 그걸 기도 하거든요. 

우리 둘째 아무 탈 없이 오늘 하루도 자라게 해달라고.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감

사하게도 탈 없이 잘 커 주고 있어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건 제가 뭐 춥게 키우니까. 그래요. 

우리 큰애는 스무 살인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였죠. 저희 가족이 다 (민간)보험이 없

어요. 의료보험도 못 내는데 무슨 보험이고 있겠어요. 

⑤ 차압하고 독촉만 하는 공단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을 왜 했는지 나와 보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압류에 체납, 독촉 통지만 보

냄. 이 때문에 병원 이용이 두려워짐. 체납했기 때문에 양심 적으로 병원 이용을 자제함.

K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압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무슨 일반 그런 금융

채권 쪽도 아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그런 게 날아오는 게 사실 놀랬고. 그래서 체납되

면서 제가 병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언제 끊겨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병원도 웬만하면 가지

도 못하고. 가면은 의료 대상이 아닌데요, 이렇게 뜨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정

말 제 도덕적인 양심으로 체납을 했으니까 병원도 잘 안 갔죠. 어쩔 수 없이 갔을 때는 제가 양

심적으로 막 정말 그랬다니까요. 체납된 상태에서 가서 병원을 다닌다는 게. 공단이 압류를 했고 

또 뭐 통보서가 나오고... 납부하라는 통지에다가 뒤에 항상 체납통지가 와요. 그러면 어휴 백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 막 나오면요... 통지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그랬죠.

K 어찌 보면요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한 달에 몇 만원씩. 그걸 왜 못 냈을까? 왜 체납이 시켰을까? 

제일 중요한 건강이랑 상관되는 건데, 병원을 가야 될 텐데, 왜 체납을 시켰는지 좀 알아 볼 수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 10 -

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체납이 어느 기간이 되고 얼마 정도 금액이 넘어가니까 아니 통보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K 그러니까 공단이잖아요.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나요. 실사가 나와 가지고요 왜 이렇게 체납이 

됐는지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병원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

거를 미루어 가지고 못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있을 때는 왠지 실사나 

한번 해 봤어 써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차압이라는 통보서가 날아오는데.. 소름이 돋잖아요.  일

반 금융 그런 데도 아니고 나라에서 하는 의료보험공단이 차압도 하네. 전 이렇게 놀랬다니깐요.

K 그런 줄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냥 체납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고, 없어서 못 내면 이렇게 쌓이

는 거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줄로만 알았던 거지요. 그러다가 복지센터에서 여기를(건세) 얘기

해 주기에.. 아 보험료에 대해서 이런 단체도 있었네. 좀 놀라긴 했었어요.

⑥ 복지 사각지대, 국가의 책무

주변에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가며 살아왔음.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왜 제대로 파악을 안 하는 건지 답답함.

K 저는 또 타고난 성격이 제가 사람들을 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저희 집에 여기 지하에 보

면은 할머니가 지금은 이사를 가셨어요. 90이 다 된 할머니가 혼자서 하셨거든요. 아들이 50대

인데 병원에 뇌성마비로 사고로 계시고. 근데 그분이 아무 혜택도 못 가고 그렇게 하고 사시더라

고요. 생돈만 들여가면서. 그 뭐죠? 그 간병비 한 달에 200만원씩 내고.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시대에 복지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라 그러지 하

여튼 살만한 선진국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제 눈에는.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센터 일도 많이 봐드렸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만들고요. 한부모 만

들고요. 차상위 만들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봐드리면서 이거 왜 제

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건지.

K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형편이 어렵게 살려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게으름

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근데 몰라서 그렇게 살고, 생활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어렵게 사는 

게 많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체감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또 어려운 걸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제가 모시고 다니고 제가 발로 뛰어 다니고 저는 그런 분들 

제 주위에 이름을 대라면 댈 정도로 저는 몇 분이나 계세요.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겨우 병원 다니는 사람. 이름을 대라면 댈 수 있어요. 

K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살고 자 했는데,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정말 체납

이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요. 받아들이기에 어 나는 장애인이니까 받아들이고 난 나이가 먹

으니까 받아들이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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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많죠.

⑦ 건강이 권리였어요? 

헌법에 건강과 관련해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건강은 그저 자기 문제, 개인 문제라고만 생각했음.

문 : 헌법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걸 혹시 아셨어요?

답 : 아니요. 전혀 모르죠.

문 : 건강은 권리다, 인권이다. 이런 거는?

답 : 아니죠. 자기 문제인줄 알았죠.

문 : 헌법에 건강과 관련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답 : 너무 광범위한 느낌이라.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거 너무 식상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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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님의 이야기

l 개요

․위생과 안전에 민감한 피해자는 2008년 동네 마트에서 판촉 행사를 하던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면서 사용하게 됨. 유해성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았음. 제품 허가, 과대광고, 실제 사용

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규제는 없었음.

․2009년 말 상세불명의 급발작성 천식 진단 받고 이후 간독성, 신장독성, 약물 부작용에 의

한 2차 질환까지 앓은 중증 질환자이며 몸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임. 자살 생각도 있

었음. 현재 산소발생기 호스를 계속 착용해야 함. 기존의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함.

․질병이 발생한 5년 후인 2014년 가습기살균제 탓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음. 따라서 2009년 

말과 2010년 죽을 고비에서 치료받을 당시에도 퇴원하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음.

․질환 인정과 치료비 지원 받기가 너무 어려우며, 기업(특히, 국내 기업)이 거의 책임지지 않

음. 국가는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고 의료와 같은 복지에서의 역할이 미흡함.

․개인의 자력화는 높아졌지만 당사자 모임의 분화로 인해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서 공통의 요

구로 모아내는 일이 필요함.

․전 생애에 노출된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를 받을 권리에서 국가 역할과 부유층

의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므로 건강이 인권이고 권리임.

․건강권 관련하여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세 가지, 즉 기업 잘못에 대한 매우 상향된 

처벌 규정,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국적으로 평등한 접근성 보장, 건강보험에서 부유

층 부담의 강제성 강화임.

l 키워드: 위생과 안전에 민감한 개인 성격,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알권리 침해

와 기업 규제의 부재, 악화 중인 건강 상태와 자살 생각, 기존의 일상생활 불가능, 질병 발

생 5년 후 가습기살균제 원인 확인, 질환 인정과 치료비 지원 받기 어려움, 기업(특히, 국

내 기업)의 책임 부재, 개인의 역할, 분화된 모임의 공통 요구, 건강권의 헌법 반영 내용

l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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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생과 안전에 민감한 개인 성격 

참여자는 평소 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을 따져보고 구매하고, 가습기를 쓸 때도 물때가 덜 

끼도록 정수기 물로 채워 쓰는 등의 건강한 행태를 보임. 그래서 유해성 정보 없이 좋다고 선

전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게 됨.  

K 다른 화학제품을 쓸 때는 저도 웬만하면 성분도 보고 뭐도 보고 해요. 가습기살균제 통에는 아이

들이 마시거나 이런 것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 통 어디에도 유해성에 대한 것 보다는 좋다

는 광고가 더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가습기 통에도 정수기 물을 받아서 썼어요. 물때 덜 

끼라고. 그리고 그 제품(가습기살균제)도 물때가 덜 낀다고 되어 있었어요.

② 일상적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 피해는 복불복

2008년 동네 근처 마트에 가족이 함께 장보러 갔다가 가습기살균제 판촉 행사를 하기에 처음 

구매하게 됨. 피해자는 2년 동안 침대 바로 옆에 가습기를 틀어놓고 잠을 잤기 때문에 얼굴에 

수증기를 바로 맞았음. 남편은 가습기와 거리가 있어서 괜찮았고 다른 방의 자녀는 촉촉한 수

증기를 싫어해서 가습기를 꺼버렸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음.

K 저의 경우 마트가 동네 근처에 있었는데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땐 대부분 가족이 같이 장을 보게 

되잖아요? 이 마트 1층에 생활용품들이 있는데 큰 회사들은 광고 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아가씨

들이 쭉 서가지고 “이 제품은 모구요” 이런 선전을 해주잖아요? 저도 가습기를 계절마다 틀 때

가 있는데 마침 살균도 되고 좋은 점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도 나

왔네? 그러고서는 남편이 마트 카트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는 거 같

아요. 애한테 좋겠지... 저한테 좋은 게 아니라 애한테 좋겠지... 이렇게 해서 쓴 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K 남편들한테 시키면 막 대충 이렇게 붓잖아요. 용량 이렇게 뭐 재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좋다는

데 좀 더 들어가서 뭐 어때 이런 개념을 갖고 조금만 더 들어가서 썼어요. 저는 바로 옆에서 이

렇게 뿜어져 가지고 제 얼굴로 오는 거리였거든요. 제 침대에 탁자에서.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는

지 제가 아프고 나머지 가족은 괜찮아요. (중략) 그런데 애는 왜 병이 괜찮았을까?...라고 생각했

더니 아이가 나중에 대답하기를 자기는 가습기에서 뿜어 나오는 그 촉촉한 수증기가 싫어서 꺼

버렸다는 거예요. 꺼버리고 잤으니 개한테는 아무 영향이 안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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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알권리 침해와 기업 규제의 부재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소비자가 유해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살균력과 좋은 점만 부각하여 판촉 행사를 하였음. 제품 허가부터 소비자가 구매하여 사용할 

때까지 어떠한 정부의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K 가습기살균제 통에는 아이들이 마시거나 이런 것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 통 어디에도 유해

성에 대한 것 보다는 좋다는 광고가 더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K 가습기를 계절마다 틀 때가 있는데 마침 살균도 되고 좋은 점만 광고를 하더라고요.

K 우리는 과대광고 선전에 (피해를 당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가습기살균제 문제 TF가 

꾸려졌는데도 김상조 위원장님이 “그거엔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중략) 근데 그 TF 꾸려진 상황을 보면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밥에 그 나물 아니냐고 피해자들은 원성이 많았지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 되신 위원장님부터 지금 그런 말씀을 보도에 나오게 하셨다는 게 우리한테 희망

을 잃게끔 만드는 건 거죠.

K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식약처에서는 오케이를 해줘서 시판이 되게 된 거더라

구요.) 네네. 그렇지만 그것이 흡입용으로 사용할 거라는 걸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수많은 옥시가 전 세계의 많은 제품을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제품은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야지 그게 맞는 거거든

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④ 악화 중인 건강 상태, 그리고 자살 생각

2009년 12월 초 상세불명의 급발작성 천식으로 진단, 2010년 간독성과 신장독성까지 와서 죽

음의 고비를 넘김. 더욱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2차적 질환까지 옴. 현재 산소발생기 호스를 

내내 착용해야 하는 중증질환자임. 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임. 

장기 기증 하고 싶지만 할 수도 없음. 자살 생각도 있었음.

K 일단 저의 건강 상태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그 가습기살균제에 의해서 병을 얻은 상태고요. 

지금 치료를 하는 상태이고, 치료가 일반인들 보다는 쉽지 않아서 좀 더 많이 중증으로 가는 상

태예요. 사실은 조금씩은 그전보다 절망스러운 마음이 제 개인 마음속에 생기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 이유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치료받아야 할 병원 과목도 많아지고 약물도 많아지

고, 그에 대한 후유증 그리고 합병증 이런 걸로 인해서 점점 몸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치료도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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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않고 그리고 비단 이건 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중증환자로 겪고 계

신 저희 피해자 분들은 다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K 2009년 11월쯤에 한 달 동안 내내 기침을 했어요. 갑자기 기침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게 발작적

인 것처럼 진짜 오줌을 지릴 정도로 너무 기침을 심하게 해서, 그 해 12월 초에 가까운 분당차병

원으로 갔어요. 폐 기능, 호흡 기능 그 수치가 38%일 때 간 거예요. 선생님이 당장에 입원을 해

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처음 병원에 눕게 됐지요. 입원하고 나서 천식 검사를 

해서 이게 급발작성 천식이라고 처음에는 했지만 원인은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천식이라는 거

죠. 2010년도에 이제 죽을 뻔한 고비를 한번 넘기게 됐어요. 간독성이랑 신장이랑 다 망가져 가

지고 그때 아산병원으로 전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든 약물을 너무 많이 썼기 때

문에 이차적인 질환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몸이 더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증질

환자로 지금까지 치료를 받게 된 거죠. 

K 얼마 전에도 저도 장기기증을 원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저는 이제 탈락되는 입장이지만...

K 제가 작년에는 혀에 덩어리가 생겨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생 양성생물인가?, 그래도 다행히 악

성이 아니고 양성이어서 그거를 없애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간단한 1시간 받는 수술도 인제

는 폐의 기능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마취과에서 마취를 못 해준다고 해서. 그걸 겪고 나니까 

향후에 내가 어떤 수술을 받을 수는 이제 없겠구나... 생명에 대한 동의서를 쓰고 받는 거 말고는 

없어요. 

K 언론에는 나오지도 않았지만 자살을 기도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뭐 

안 했던 게 아니었고.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건가...

⑤ 약 복용이 주된 일과이고 기존의 일상생활은 불가능

하루에 11번까지 먹던 약이 많이 줄었음에도 여전히 자주, 많이 먹고 있음. 수면제를 먹고 간

간이 쪽잠을 자는 상태임. 근력이 없어서 가사활동은 전혀 못함. 건강했을 때 움직였던 걸음 

속도가 기억나지만 이제는 84세인 엄마보다 걸음 속도가 느림.

K 지금 먹는 약들이, 지금 먹는 약 종류만 이렇게... (복용 약이 든 케이스를 보여줌) 약이 그나마 

줄어든 거예요. 하루에 열한 번 먹을 때는 옆에 시계에 알람 해 놓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띡띡 울

리면 열어 가지고 또 먹고... 그때는 이런 걸(복용 약 케이스) 두세 개 이렇게 갖고 다녔으니까. 

지금 제가 밤에 처음 (약을) 먹는 시간이 2시에서 2시 반이에요. 왜냐하면 최대한 늦게 자야지 

조금이라도 밤 시간에 자고 깨게 되는 거예요. (복용 약 케이스의 셀을 가리키면서) 이게 졸음이 

오는 약이거든요. 이거를 아침 약으로 한 번 더 먹고 아침에 1시간 정도를 잘 수가 있어요. 그리

고 마약성 졸음이 오는 약, 요거를 먹고 점심에 한 30분 정도 자요. 길게 자면 폐가 멈출지 모르

기 때문에. 이쪽은 천식과, 신경과, 류마티스과 약이 섞여 있구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네

뷸라이저라고 약물 집어넣어서 호흡하는 거... 퍼프를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제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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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숫자의 퍼프를 하는데 그 이상의 치료제가 이제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면역항체 주사를 주

사실에서 누워서 하루 맞아요.

K 일단은 기존에 했던 가사 활동은 전혀 못 하게 되었어요. 근력 때문에 그 전에 들었던 프라이팬

도 잘 못 들고 냄비도 떨어트리고 칼자루도 떨어트리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도 금지,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때문에 호흡기내과에서도 또 그것도 금지, 그리고 빨래도 널고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숨차고... 제가 제 뇌 기억 속에는 제가 건강 했을 때 움직였던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사람이란 게 습관이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했던 평생을 해왔던 걸음 속도라든가 뭐가 있는데 이

제 어느 정도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 84세인 우리 엄마보다도 더 늦게 걸으니

까요. 

⑥ 질병 발생 후 5년 후에 질병의 원인 확인

2008년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작, 2009년 말 건강 악화함. 이때도 퇴원해서 집에 있을 때는 가

습기살균제에 계속 노출됨, 2011년인가 2012년인가 정부 발표를 보고 개인적으로 가습기살균

제 의심함, 2014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 피해 인정받음.

K 치료하는 의사 분들마다, 이게 어떤 원인이 없는 거예요. 세균성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알러지성

도 심지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는데 이 환자가 다른 환자랑 특이하게 치료도 잘 안 

되고 이상하다고만 했어요. 저 또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여태까지 폐렴 한 번 어릴 때부터도 

알아 본 적이 없는 내가 1년에 6~7번이나 폐렴이 오는 게 이해가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1년도인지 2012년도인지 국가에서 발표를 할 때 어렴풋이 그 가습기살균제란 것이 아이와 

병원에 있는 산모들이 어떤 문제에 있었을 때 쓰여져서 이러한 폐나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

친 원인이었다는 거를 듣고서는 그렇다면 혹시 나도...? 의사들조차도 이게 왜 이럴까 하는데 혹

시 나도 그런 게 아닌가...? 저 또한 답답했거든요. 무엇 때문이었는지가. 그래서 그때 의심을 하

게 되었던 거죠. 확인 과정은, 그때는 그냥 발표하는 수준이었고 이후 2013년도에 질병관리본부

가 첫 번째로 폐섬유화가 됐던 사람들 위주로만 했어요. 따라서 일선에 아무리 큰 병원 호흡기 

내과 선생님들도 천식 또는 폐렴이 그거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서 2014년도에 저도 뭐 제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신청해서 할 저기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내

가 피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려나 또는 어쩔려

나 해서 했는데 역시나 4단계, 폐섬유화가 아니기 때문에 4단계 판정을 받았었죠. 

K 저는 또 한 가지 제가 어떤 면역의 결핍적인 부분 때문에 치료가 다른 천식환자들에 비해서 굉

장히 늦어졌고 입원을 오래 하는 시간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살아 있는지도 

몰라요. 길게 치료 받다가 집에 퇴원해서 한 5일간 있으면 악화가 돼서 다시 병원에 와요. 병원

에 와서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아지면 집에 갔더니 또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또 악화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으로 해서. 근데 만약에 제가 거꾸로 집에서 한 20일 있고 병원에 5일 있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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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했었으면 저는 아마도 (가습기살균제에) 더 많이 노출 되는 상황 때문에 안 좋아졌겠죠.

⑦ 질환 인정과 치료비 지원의 어려움

기업과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건강 피해이지만 피해자들이 보상과 치료를 받기가 너무 힘든 

상황임. 현재 인정된 질환은 폐섬유화, 폐섬유화로 인한 태아 피해, 천식임. 현재 상기도감염의 

인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의사 사이에 논쟁 중임. 

K 사실은 기업과 정부와 잘못한 어떠한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고 (중략) 

더더군다나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그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단 말이지요.

K 폐섬유화로 직접적으로 사망하신 분은 1등급, 그걸로 해서 1, 2, 3, 4등급인데 1등급은 그거와 

완전히 영향이 있음, 2등급은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음, 3등급은 말하자면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

음, 4등급은 전혀 영향이 없음 이런 식으로 판정을 받아요.

K 저는 인제 2차 조사 때 접수를 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2차 때 저는 4급을 받았어요. 폐섬유화

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폐섬유화가 아닌 분들은 등급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

정 질환에 대한 거는 폐섬유화와 폐섬유화로 인한 태아 피해가 두 번째였구요. 그 다음에 세 번

째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천식입니다. 사실은 천식이 과연 그거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굉장히 난상토론을 겪었구요. 그리고 지금은 결정이 됐어요. 그 외 질환으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맡았으니까 상기도감염이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근데 또 의사 선생님들은 

사람이 호흡 할 때는 폐로 먼저, 폐포에 영향을 주는 게 우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피해

자들 사이에 뭐가 우선이냐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들의 어떤 피해에 대한 치료나 보

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게 된 거죠.

K 지금 질환이 결정된 분들한테 지원이 됐고 지금 아직 질환이 결정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특별구

제계정이라고 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서 정부에서 출연한 기금과 기업에서 출연해놓은 기금으로 

합친 걸로 일단은 3단계(3급)까지 받으신 분들까지... 95명 구제 되셔서 그 분들까지 특별구제계

정 급여로 치료를 받거나 치료비 들어갔던 거를 돌려받거나,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⑧ 기업, 특히 국내 기업의 책임 부재

피해 사과 및 보상에 대한 기업의 노력이 부족함, 특히 국내 기업의 노력이 부족함. 기업 책임

에 대한 엄격한 법 제정이 필요함. 복지에 대한 기업의 기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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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나름 옥시는 지금 1200억 원을 쏟아 넣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 치료를 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정말 

문제가 됐던 SK 케미컬, 두 번째로 매출이 높았던 애경... 옥시가 700만 몇 병을 팔았다고 하면 

애경은 600만 몇 병을 팔았어요. 그러면 정말 1, 2등의 근소한 차이라 말이죠. 근데 애경은 말 

한마디 없고 사과 한마디 없고, SK 케미칼은 더더군다나 기사에 한 번 안 나옵니다. 

K 우리가 옥시 너희 사죄하라, 사죄하라고 해서 옥시 그 나라에서 사장이 와 가지고 고개 숙여 죄

송하다는 인사를 하고, 그래도 어쨌든 보상해주겠다 해서 우리나라 옥시 쪽에다가 법률 팀을 꾸

려서 지금은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인 애경이나 롯

데, 그 외의 다수의 기업은 뭐를 했냐 말이죠. 해 놓은 기업이 없어요. LG도 마찬가지 그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SK도 마찬가지고. 

K 삼권분립 하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지 않았으

면 좋겠어요. 어느 기업에서의 체계라는 게 내 밑의 직원이 잘못했으면 그거는 그 직원을 뽑은 

그 회사의 잘못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솔직하게 내 국민을 위해서 

오히려 남들보다 먼저 사과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양심이 필요 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도 그러한 면에서는 엄격한 법이 더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K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복지, 복지 하지만 선진국 복지가 다른 게 아니라 그래

도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기들 기업을 살리기 위해

서 어디인가 검은 돈이 흘러들어갈 게 아니라 이게 양지쪽으로 좀 흘러 나와서 도움이 될 수 있

게 그런 기업들과 정부, 국민.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⑨ 국가의 무책임과 복지에서의 역할 부족

우리나라는 기업과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음. 권력자들의 양심 

필요.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과 같은 복지 여전히 부족함. 국민 의무만 강조하기보다 그것이 가

능한 환경과 체계 구축 필요함.

K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내 나라인데... 기업과 정부와 잘못한 어떠한 그런 과정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고,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감춰진 일 때문에 외국 기업에 비해 우리나

라 기업이 지금 처벌 받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뭐 조사를 받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

다나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그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보상 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전에 제가 하던 일이 외국을 많이 나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 나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데 제가 이 병을 얻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 나라 국민한테 이렇

게 방치할 수 있을까?

K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동안 또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건강보험법에서 

실질적으로는 돈이 있어서 치료 받는 사람보다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

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게 아직은 우리나라가 복지, 복지 하지만 아직은 좀 멀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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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슴 아픈 부분도 많이 봤고 그런 생각을 많이 또 갖게 된 면도 있었어요. (중략) 의료에 대

한 우리가 받을 권리... 의료, 치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복지적인 면이랑도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에서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은, 복지의 환원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K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삼권분립 하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는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K 얼마 전에도 저도 장기기증을 원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저는 이제 탈락되는 입장이지만, 그 실질

적으로 장기기증을 한 어떤 아버님 말씀이 장기를 다 적출을 하고 난 이후에 내 아들의 시신을 

데려가라고 하는데 구급차를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왜 이거는 그래놓고 장기기

증 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숫자가 적다든가 헌혈이 숫자가 적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일단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의무만... 선진국을 따라 가지 못한다는 거를 국민한테만 자꾸 주문할 

뿐이지, 솔직히 어느 부모가 장기기증이든 장기이식이든 결정하는 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중략) 그거에 대한 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그걸 처리를 해 주는 상황이 있다고 해야 많은 사람들

이 안정감을 갖고서는 행할 텐데... 

⑩ 개인의 역할

건강에 대한 개인의 숙고와 이해 필요함.

K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자녀들과 내 가족의 

건강을 한 번씩 잘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 

⑪ 개인의 자력화 높아졌으나 당사자 모임의 분화와 이견 발생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공부를 함으로써 습득한 지식을 피해자들과 공유하고 지원함. 국회 

입법 과정에 관심 생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당사자 모임이 분화되면서 이견이 존재하나 

공통의 요구를 모아내는 일이 필요함. 그것에 노력함.

K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중략) 병리학이든 해부

학이든 호흡기에 대한 책이든 그걸 갖고 내가 알아야만 관계자들 하고 대화를 할 때 말할 수가 

있고. (중략) 우리끼리 도우려고 하면은 누구라도 뭘 알아야지 도울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가 그거를 하고 있게 되더라구요. (중략) 저라도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시민 센터에 가서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기록지를 갖고 왔거나 뭐 하는 분들한테는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해 드리고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 드릴 수도 있고 좀 그런 오히려 그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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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되더라고요. 

K 복지부가 됐든 여성부가 됐든 이런 쪽에서 지금 과연 어떠한 법안을 준비를 하는지 이거에 대한 

게 예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K (헌법이나 국제법에 건강과 관련하여 규정된 항목이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이게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떠올라서 그런지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할까요? 생겼기 때문에 요즘 핸드폰 네이버

나 구글에 다 찾아보면 나올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도서관에 가서 그

거에 대한 학문이 뭐가 있을까 또는 그걸 전공한 사람한테 어떤 책을 보면 유익할까, 그걸 물어 

보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 (가습기살균제 문제 관련하여) 처음에는 모임이 네다섯 개 밖에 없었어요. 인제 질병에 대한 다

툼, 생각, 의견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어떤 이런 

치료 방향이나 이런 걸 이제 시작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눠지는 분들도 있어요. (중략) 이게 

작은 상황에 어떠한 벌어진 사태가 아니라서 단숨에 그냥 땅 땅 땅 땅 쳐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절충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대표들이 이해성을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이 좀 묶

여서 요구하는 바도 진지하게 내고 뭐가 있으면 이걸 법안으로 채택해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

래야 되는데 지금 모임마다 다 틀려요. (중략) 이미 유가족분들이 법인설립을 하셨어요. 이 분들

은 다 이렇게 진척이 나갔죠. 근데 지금 등급 못 받으신 분들이나 저 보세요. 이런 분들은 계속 

목마름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 분들이 찢어져서 되겠느냐고 제 말은. 이제 이 분

들이 견해가 다르지 않다면 모여 봅시다, 제 말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몇 분한테 말씀 드렸

더니 어르신들은 찬성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몇 모임이라도 이렇게 묶여져서... 그냥 이

렇게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내일 모임을 위해서 

이거(당사자 단체 이름)를 여기 쭉 적어놔 본 거예요.

K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부구제급여로 등급을 없애고 모두 인정해서 해달라’ 궁

극적으로는 그거죠.

⑫ 건강이 인권이나 권리인 이유

전 생애에 걸쳐 노출된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그리고 복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료를 받을 권리에서 국가의 역할과 부유층의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임.

K (건강이 권리다 인권인다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은) 외국에서는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

터에, 연구할 때 어떤 아이가 엄마의 몸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노출... 노출에서부터 

그 병이... 노출이 어떻게 발전이 돼서 이 아이가 크고 어른이 되는 데까지 영향이 있느냐와 그리

고 그거와 더불어 거주하는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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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또 한 쪽 면에서는 저는 의료에 대한 우리가 받을 권리... 의료, 치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복지적인 면이랑도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에서 그리고 조금 더 여유

가 있는, 여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그 복지의 환원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⑬ 건강권과 관련하여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기업 잘못에 대한 상당히 상향된 처벌 규정, 전국적으로 양질의 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보

장, 건강보험 같은 경우 부유층 부담의 강제성 강화 필요.

K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저희처

럼 이렇게 다수가 이런 어떤 기업이나 정부하고 함께 잘못된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일 경

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한테 판매된 걸로 인한 어떤 이득도 많이 취했을 거고 

근데 그 이득의 몇 배가 되는 벌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벌금이 단지 우리한테 쓰이든, 

어떤 기금으로 쓰이든,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는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을 내고 있다라고 저

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몇 배가 되는 진짜 중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쉽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다는 많이 상향된 그런 처벌을 규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사회가 너무, 이 환경이 복잡 하다 보니 다치는 사람이 너

무 많고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냥 병원 

찾아서 길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퍼센트가 35%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집중치료, 

외상을 특별히 해서 집중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는 환경이, 병원이 권역별로 있다 해도 몇 개 되

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저기로 쫓겨 다니다가 그냥 길에서 죽는 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 아주 높아졌거든요. 이 높아진 의료수준을 골고루 전국에 골고루, 좀 가까

이, 어떤 그거에 대한 거를... 물론 그 병원이 개인의 재단일 수도 있을 거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투자를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병원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사회로 돌아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길에서 헤매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게끔 그런 거를 좀 만

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구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은 그 의견을 갖고 계시겠지만 건강보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양심껏 부과해서 그분들이 조금 넣어 부담해서 없는 분들 도와주시는 그러한 것이... 지금 

많이 발전됐죠, 진짜.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발전 됐지만 조금 더 그것에 대한 강제성이 있어야 되

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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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가족 최은경 님의 이야기

l 배경 

․참여자는 22세 뇌병변 중증장애 아들 A를 돌보는 장애인부모임. A는 현재 서울의 지체특수

학교인 서울정민학교 전공과 2학년에 재학 중임. 참여자는 장애인부모연대 고문으로 활동하

고 있고 A의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음.

․A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의료사고를 겪고, 심장 이상으로 인한 산소부족으로 좌뇌 손상

을 입어 후천적 장애를 가지게 되었음. 현재는 뇌병변 사지마비 와상 1급에 지적장애 1급의, 

타인의 도움 없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언어를 표현하지 못하는 중증장애를 겪고 있음.  

․참여자는 처음에 아들의 장애판정에 충격을 받고 수년 동안 절망감과 병원에 대한 분노로 

고통스럽게 지냈으나, 장애 아동을 위한 유치원, 학교에 아들을 보내면서 비슷한 처지의 장

애아동과 그 부모들과 함께 동질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있음.  

․장애인특수학교라는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장의 비인권적인 행정력, 주변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 장애인 접근성을 저해하는 공공시설, 중증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

적 인식 등은 여전히 장애인 가족을 힘들게 함. 또한 치료비와 각종 용품 등 국가적 차원에

서 증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적 지원이 미흡하여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임.

․그럼에도 참여자는 이러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더 나은 환경과 제도 개

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음. 그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단지 배려

가 좀 더 필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이들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이것이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함.

l 키워드: 차별적·비인권적인 학교 행정, 장애 보조기구 지원 제한, 물리적 접근성 제한, 건강

검진 제도 부재, 돌봄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기저귀 비용 부담, 일상적인 주위의 차별, 

배려심, 장애인 인식 개선, 목소리 내기, 국가의 의무, 경제적 지원, 건강은 권리, 자연스럽

게 대하기, 평범한 일상 

l 포인트 

① 아침기상부터 통학, 학교생활 등 하루 종일 세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아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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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벅찬 일상

참여자의 아들의 경우 뇌병변 사지마비 와상 1급에 지적장애 1급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 이들의 하루는 아침 기상부터 벅참.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기상, 아침식사, 씻기 등을 보호자가 두 세 시간에 걸쳐 하게 되

고, 이렇게 준비를 하여도 1교시 시작 전에 학교에 도착하기는 어려움. 통학을 할 때에도 예기

치 못한 호흡곤란 등 위급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세심한 주의와 돌봄이 필요함.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활하는 특수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소양과 장애아에 대한 이해를 겸비

한 교사,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치료사 등 인력이 있어야 하고 식사지원, 외부 이동 등 기본

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도 더욱 세심한 지원이 절실함을 알 수 있음.

K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아침 학교가 9시 시작했거든요 그럼 최소한 7시 일어나야지 그래도 1교시

는 못 가요 9시 40분에 이제 학교 가는 거에요 제가 태워다 주는데. 소리로 일어나면 표시를 해

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도 몸이 인제 풀어지지 않아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기합을 넣어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자세가 내 몸에. 담이 잘 들어요 허리에 담이 잘 들

어 가지고 복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들고서 얍 하면서 들고 해요. 들고 가가지고 다 씻겨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양치하고 머리 감기고 씻기고 하는 데 거의 한 시간 소요 되요. 옷 

입히는데도 이게 맘대로 안 돼요. 옷 입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옷 입히는 데도 30분 정도 걸

리고 밥먹이는 데도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 준비하고 그러면은 최소 3시

간은 진짜 빨리 대충하면 2시간만 있고 아니면 3시간 소요 되고요. 

K 저희학교 같은 경우도 버스가 도는데 버스에서 사고도 많이 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 하기도 하고 숨이 차고. 언제 한 몇 년 전에도 차 안에서. 아이가 결국은 내

렸는데 벌써 얼굴이 파래가지고 이미 호흡이 안 된 거죠. 왜냐면 기도가 막혔다거나 그런건데 거

기 안에 그 보조인력이 타고 있지만 그 선생님이 일일이 가까이서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

럼 그렇게 케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이 한 명이 하늘나라 간 적도 있어요. 

② 장애인특수학교라는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장의 비인권적인 행정력: 장애아 식사 지

원 강요, 교외 수업 시 차량 지원 불허 

참여자는 학교장의 비인권적인 행정력에 따른 장애인 차별 경험을 토로하였음. 아이들은 움직

일 수 없기 때문에 매 점심식사 시간마다 식사를 도와주는 보조 인력이 필요함에도, 학교측에

서는 보호자가 그 역할을 하게 하였음. 학칙에 보호자의 지원이 미흡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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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내용을 명시하고, 교회 수업을 할 때 차량 지원을 제한하는 등 비인권적인 행정이 이루

어졌음. 참여자는 이런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

음. 

K 또 하나는 아이들이 1대1로 식사보조가 되어야 해요. 다른 학교에는 학교 내 모든 인원이 총동

원되어서 식사지원을 심지어는 행정직원까지 다 올라와서 식사지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보조원이나 

공익이 아이들 먹이고 엄마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었어요. 학교 안 나와 밖으로 안 나오

면은 그래도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면 점심시간 안 가면은 2시 반 학교까지 그래도 여유 시간 

있잖아요. 근데 12시에 점심을 먹이려면 여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 짧은 시간 그러니

까.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이 오시면서 절대 특수보조원이나 공익은 학교에서 밥을 안 먹여 줄테

니까 엄마들이 100% 와서 먹여라 (중략) 그 전에는 모집요강에 밥 먹이러 일 년에 두 번 안 하

면 퇴학 조치하겠다는 게 학칙에 넣어놨어요 그거를. 두 번 지원이 안 되면 밥 먹이러 오던 하던

데 뭐 어디 나가는데 엄마나 보호자가 지원이 안 되면은 퇴학 조치하겠다는 걸 학칙에 넣어 놓

은 거에요. 그래서 그것도 인권위에 진정을 해서 학칙에서는 빠졌어요, 그게. 그랬는데 글자에서

만 빠졌지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에요.

K 교장선생님이 교외 학습이라 해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관련해서 교외로 이제 수업을 나가는데 학

교 차가 있단 말이에요 차량을 지원을 안 해 준 거예요 걸어서 걸어서 갔다 오라는 거야 가까운 

거리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학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

리 아이들이 준비에서 나거는데 거의 한 3 40분 소요 되고 걸어가는데 일반  아이들은 뛰어가기

도 하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보도블럭이 그냥 이런 이런 실내처럼 매끈 한게 아니라 거기 점

자도 있고 또 인도는 경사가 졌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어지럽다 그래요. 의사소통하는 애

들은 그걸 두들두들한 데를 오래 타고 가면 머리가 흔들린데요 근데 그런 거리를 아이들을 걸어

서 갔다 오라는 거는 말도 안되는 거다 이거는. 제가 전공과 2학년이면 14년을 학교를 다닌건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 오셔 가지고 이제 그런 행정을 펼

치시는 거예요.

③ 학교생활에 필요한 휠체어 보조기구 지원 제한 – 일반학교 학생과의 차별  

참여자는 학교 내 비인권적인 행정력뿐만 아니라 학교 외 교육청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장

애인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토로했음. 중증장애아들이 휠체어에 앉을 때 지지해주는 보

조기구를 교육청에서 비싸다는 이유로 지원을 해주지 않자, 학부모들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어서 특별예산을 교부받아 일부 지원을 받게 되었음. 이들에게 휠체어 보조기구는 “일반 학

교 아이들의 책걸상”과도 같은,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학습도구와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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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임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음. “일반 아이들”이었다면 당연히 제공받을 것을, 장애아는 문제

제기를 해서 겨우 일부 지원을 받게 된 것임.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었고 인권침해임.

K 우리 아이들이 그 일반 휠체어에 못 앉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너라는 보조구가 들어가거든요 쇼

파처럼 생겨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감싸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여기까지 하

면은 거의 250에서 한 350도 좀 휠체어가 고가이면 400, 500도 들어가는데  그 전에는 학부모

들이 자부담으로 다 샀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기 인제 부모회의에서 부당하다 근데 교

육청에서 저희들이 문제제기  했더니 비싸다는 이유로 지원 안 했었다는데 그러면은 비싸다고 

지원 안 해 주나 하면은 일반학교 아이들 책걸상은 학교에서 다 무상제공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오라는 거는 이것도 차별이다 얘네들은 그게 책걸상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

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냈어

요. 그래서 작년에 특별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진정이나 목소리를 내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뒤따르지 않고 있고.

④ 지체 특수학교 내 치료사 배치 제도의 변경 – 건강권 제한, 선택권 제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학교생활 내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도 발생한 사례도 알 수 있었음. 발달장

애인지원법이 생기면서 기존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치료 관련 수업이 폐지되고 그 대신 치료

지원비가 제공되었음. 더 이상 학교 내에 물리치료, 작업치료 전문가가 없게 되었음. 참여자는 

아이들의 몸이 굳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체 특수학교에 치료 전문가가 없다

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함. 또한 치료지원비를 가지고 외부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인력

비용, 교통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음. 또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렇게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면서 학교 내 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외부 치료만을 이용하도록 한 점임. 이는 중증장애아들의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

을 제한함으로써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고 동시에 외부 치료만을 강요함으로써 치료 기회의 선

택을 제한하는 선택권 침해이기도 함.  

K 지체 특수학교 안에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발달장애인지원법 생기면서 

그 치료사들이 다 학교에서 나가면서 치료 선생님들이 다 나가면서 그분들이 연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일반 교사가 채용이 된 거예요. 학교 안에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야 이거

는 지금.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와 가지고 하루종일 묶여 있잖아요. 근데 특수교사들은 특수교

사일 뿐이지 치료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연수 과정만 통해서 받지 배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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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아이들이 몸이 굳게 되어 버리는 거에요. 아침에 9시 와서 꽁꽁 묶여 놔 여기 가슴 벨트 골

반 벨트 다리도 뻗치니까 다리도 묶어요 세 군데를 묶어놓거든요. 그거를 아침에 9시 와가지고

부터 12시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중략) 이 아이들은 스스로가 이 동작이 안 되다 보니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도 지체 특수학교에서 치료사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

예요. 꼭 필요한 인력인데. 근데 그 전에는 수업이 그렇게 뭐 재활 뭐 해 가지고 수업이 작업해 

가지고 그 안에 수업 안에 치료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치료 지원비를 12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질문자: 현금으로 바뀌었구나) 예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치료를 해라 그러는데. 학교에 이제 물리치료 운동치료실이 있어요. 그 전에는 치

료선생님이 있을 때 했던 이용했던 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도 외부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하되 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은 학교 안에서 하게끔 해 달라 왜냐면 외부에 나

가게 되면은 인력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붙어야 되요. 그러면 그 비용

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중략) 그런 것도 일방적으로 뭔가 강요에 의해서 그냥 밀어내지 말고 선

택을 하게 해 달라 했더니 학교는 뭐가 뭐든지 있으면은 사실은 문제잖아요?

⑤ 물리적 접근성의 제한 - 공공시설의 장애인 화장실 부재, 도로의 턱, 놀이공원 탈의실 부재 

참여자는 아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는 경우에 경험하는 어려움을 토로함. 아들은 신체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에, 동시에 성인임에도, 항상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데 외출 시 기저귀 교체가 

용이한 제대로 된 장애인 화장실이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음. 심지어 공공기관인 

서울시청이나 국립박물관에도 그런 시설이 없어서 민원실, 보건실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음. 

참여자는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타 지방으로 장시간을 이동해야 할 경우는 더

욱 고충을 겪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건 마

찬가지였음. 도로 위의 작은 턱이나 돌출된 부분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참여자의 아들에게 큰 

장애가 됨. 턱이 있는 공원의 다리를 “죽음의 다리”라고 부를 정도임.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더라도 아들과 보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조차 없어서 그냥 돌아온 경험도 있었

음.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사소한 부분이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가 있음. 그리고 평범하거나 즐거움을 누리는 일상 또한 이들에게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

으로 어렵고 힘든 경험이 되는 것임. 

K 서울시 투어를 장애인 콜택시 해서 갔는데 서울시를 투어로 하더라고 시청사, 구청사를. 그러다 

보니까 이동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돼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층 로비에서 안내 하시는 분한테 기저귀 갈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그러니 그 1층에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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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더라구요. 거기 문을 열어 주는 거에요. 근데 책상이에요. 거기 책상에

서 갈면 안 되겠냐 감사하다고 갈았어요. 갈고 났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것도 관

공서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시인데. (중략) 다음에 국립박물관을 갔어요. 거기서도 이제 

시간이 왔다 갔다 가면 시간이 되니까 꼭 알아야 되잖아 거기 가서도 갈 데가 있는가 없대요. 물

어봤어 안내한테 그럼 기저귀 갈아야 되는데 갈 곳을 갈 곳이 없겠습니까 했더니 보건실의 하나 

거기를 안내를 해 주더라구요. 그러면서 거기 그나마 그 이제 담당 선생님이 들어오셔 갖고 침대

에서 가려고 그랬어요. 

K 충북예요 근데 안 막힐 때는 2시간 3시간 정도 가는데 명절때는 내내 4시간 5시간 이거거든요. 

근데 성인이란 말이에요. 소변량이 많아요. 이게 옷이 다 젖어버리는 거야 시트까지 다 젖어 버

려요. 그럼 갈아야 되는데 살아가는 데 기본권이잖아요 행복추구권이잖아요. 본인도 얼마나 찝찝

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휴게소에 어떤 휴게소에도 그런 게 없고. 저희가 놀러 가면

은 깔고 텐트 치고 들어가면 엄마들이 옆에다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텐트를 만약에 안 가져갔

다 그러면은 엄마들이 한 세 명이서 이렇게 다 가리고 그리고 이제 막 바닥에다가 그냥 놀이방

매트 있잖아 하나 가져가요 깔고 그리고 인제 기저귀를 갈아요.

K 조금만 턱에 전동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거하고. 제가 예전에 일산 호수공원은 가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해놨더라구요. 거기 이제 올라가는데 정말 구청장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싶

었어요. 배려라는 게 모든 사람을 다 생각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일부 건강한 사람들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놨겟죠. 근데 장애인들한테 하는 그건 완전히 죽음의 다리죠.

K 놀이공원을 한 번은 제가 몇 년 전에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키가 크지 않은 상태니까 가족

들이 이제 갈 기회가 있어서 갔어요. 갔다 죽을 뻔 했잖아요. 씻는 데가 별도로 딴 공간이 없는

데 얘는 어쨌든 중학교가 넘었으니까 남자 성인이에요. 들어가잖아요? 여자 하는데도 들어갈 수

도 없고 딱 내가 남자 하는데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씻지도 못하고 그냥 수영복 입

은 채로 그 위에다가 그냥 옷 입혀 가지고 그냥 숙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소한 거지만 저희

들한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참여자는 이러한 장애인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물리적 환경과 시설에 대해 비판하고 

정부와 국가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였음. 

K (일본의 공항 장애인 화장실 사진을 보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인건위

에 고발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을.

K 제가 예전에 일산 호수공원은 가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해놨더라구요 거기 이제 

올라가는데 정말 구청장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싶었어요.

⑥ 중증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제도의 부재와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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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접근과 관련하여, 참여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검사 기계가 제대로 없고 이들을 위

한 건강검진 체계가 없음을 토로하였음. 국립재활병원의 사업을 통해 아들의 손기능, 언어기

능, 물리작업 등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매우 좋았다며 만족감을 드러내었음. 참여자는 아들과 

같은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신체변형 검사, 위내시경 등 체계적인 건강검진 제도를 염원하였

음. 그는 이러한 건강검진 제도가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교육 및 예방적인 목적에서도 꼭 필요

한 제도임을 역설하였음.

K 저희 아이들처럼 설 수가 없는 아이들은 엑스레이 서는 것조차. 굉장히 하면 그거 다 입고 그거

를 또 사람이 자꾸 애가 그 제대로 못 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그 기계 자체가 대한민국에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중략) 국립재활병원에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국립 우진 학교하

고 저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건강검진 인제 손기능, 그리고 손 변형

되는 거 작업 언어기능 물리 작업을 검사를 했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걸 한 번도 제대로 

검사로 전문가로 검사로 토탈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때 되게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체

계적으로 이렇게 1년 단위로 지나면서 그런 건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몸 신제적으로 어

떻게 변해가는지 그게 연구가 되잖아요. 그럼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그게 더 큰. 그 저희 아이들이 고관절 수술을 거의 다 해요 강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진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 사전 예방 차원에서 더 좋을 

거고.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국립병원에서조차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시스템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위내시경 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 하다못해 

국립 재활 병원이라든지 서울대학병원 국가기관에서는 그래도 일에 대해서 하던데 장애인 많지 

않으니까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건강검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

렇게 뭐 장내시경 이라든지 위내시경이나 하든지 아니면 신체변형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⑦ 치료비, 보조기구, 기저귀 등 돌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참여자는 중증장애아를 키우고 돌보면서 들어가는 치료비, 보조기구, 기저귀 비용이 경제적으

로 부담스럽다고 토로하였음. 의료급여나 산정특례에 포함되는 장애 범주가 아니어서 지원이 

잘 되지 않는 반면, 장애아의 평생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임. 특히 참여자와 같은 일

반적인 중산층의 경제력으로는 비싼 치료비와 매달 들어가는 기저귀값,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보조기구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K 이렇게 매달 기저귀, 치료비, 이렇게 보조기구 사는 거. 의료급여는 안 되죠. 산정특례라고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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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정해져 있는 그 병명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뇌병변은 산정특례 안 들어가요. 휠체어도 

3년에 한번. 저희 정도는 사지마비 와상이라 하면은 누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에요 진

짜. 이렇게 갓난아기 100일전 갓난아기 뒤집기도 안 되는 그런 정도 아이니깐 전동휠체어만 줘

도 진짜 그거는 걱정 안 하고 살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치료가 딱 끊어진단 말

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안 움직이면 몸이 벌써 이제 변형 이게 나오는데 있다가 굳어 버리잖아

요. 그러다보니까 자비로 그거를 치료해요 자비를 치료하는데 치료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개인

으로 할 때는 1회당 보통 한 3만 5천원 40분 치료하는데 그럼 병원에 가도 보통 한 뭐 이제 거

의 한 만 7 천원 만 8,000원 20분 30분 치료에. 그런 것들이 너무. 저희 같이 일반 중산층 거의 

월급 200만원 300만원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그 치료에 들어가는 돈이 달달이 기저귀값... 

우리는 평생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원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하나도 지원 

안 되고 있어요.  (시중에 신체 사이즈에 맞는 성인용 기저귀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수

입제품을 사서 써요. 수입품은 비싸요 보통 하나에 사오 백 원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

운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휠체어도 기본휠체어가 48만 원 이제 아주 기분이 아 근데 우리 아이

들은 그거 쓰지도 못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비싼 거는 보통 뭐 200만 원 가까이 가거든요. 이너

를 장착한 건 350만원이에요. 3년에 하나씩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집에 있어야 되지 학교에 있어야 되지 이동용 있어야지 차에 있어야 되지 네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너만 해도. 보호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너무 버거운 거죠. 

⑧ 특히, 기저귀 지원에 대한 절실함: 밥 굶는 것보다 중요한 생존도구

돌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도 참여자는 특히 기저귀 사용과 이에 대한 비용을 매우 

걱정하였음.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평생 동안 기저귀를 사용해야 함. 그러

나 시중에는 장애인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기저귀가 판매되고 있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

로 더 비싼 수입품을 써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여자는, 이들에게는 기저귀가 “밥 굶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생존도구”와도 같은 존재로 여길 정도로 절실함을 느끼고 있음.  

K 달달이 기저귀값... 우리는 평생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원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건

데 지금 하나도 지원 안 되고 있어요.  (시중에 신체 사이즈에 맞는 성인용 기저귀가 없어서) 그

래서 그런 것도 그 수입제품을 사서 써요. 수입품은 비싸요 보통 하나에 사오백원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K 우리는요 옛날에 겨울되면 연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기저귀 없으면 불안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휠체어는 없으면 안 나가면 되요 그냥. 근데 기

저귀는 없으면 어떡할 거에요 그거를. 그거는 기저귀 없는 거는 밥 굶는 것보다 밥 한 끼 먹어서 

안 죽잖아요? 근데 기저귀는 없으면 안 돼요. 진짜 더 절실한 거거든요 기저귀는. 근데 그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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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게. 기저귀는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아무 데도 못 가요. 삶의 질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정도가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는 생존도구예요.

⑨ 일상적으로 느끼는 주위의 차별: 배려해 주지 않기, 측은하게 대하기

참여자는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주위의 차별 경험도 토로하였음.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식으로 측은하게 보는 시선 등을 

느낄 때 차별이라고 생각했음.

K 이런 쇼핑몰이나 영화관이나 오잖아요. 엘리베이터는 유모차를 탄 아기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한

테 우선 배려를 해주고 자기네들은 타고 있다 하더라도 내려야 되잖아요. 절대 내리는 사람이 없

어요. 아무도 안 내려요. 어떤 때는 진짜 몇 번을 보내고 나도 안 내려요.

K 주변에 이렇게 그 좀 나이가 특히 좀 많이 드신 분들이 보면은 그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렇

게 아파트를 들어간다 할 때 보면은 안타깝다는 식으로 쯧쯧 그러면서 아유 엄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불쌍하게 보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⑩ 장애인에게 호의적인 주변의 배려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에게 호의적이고 도움을 주려는 주변인들의 배려도 함께 경험하였음. 아들이 다

니는 지체특수학교에 주변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를 하러 와 주기적으로 이들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장애아도 도움을 주는 학생들도 서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임. 참여자는 이렇게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기꺼이 장

애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배려할 수 있다고 믿었음. 그리고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K 저희 학교에 지금 그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점심 때마다 봉사를 와요.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점

심때 30분 밥 먹고 30분 쪼개서 저희 학교 봉사를 오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가 시킨다고 해서 그

렇게 올 수 없어요. 정말 뛰어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 가지고 한 번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인제 배치가 되는데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점심 먹고 나면은 식판 치워주고 양치 한 거 치워 

주고 그리고 한 15분 정도 남는 시간을 복도를 데리고 산책을 해 줘요. 근데 애들도 너무 좋아하

고 애들이 기다려요 그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오면은 항상 친구들 간에

도  요즘은 진짜 힘들잖아요? 일반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냥 정말 조금만 해줘도 그냥 환하게 웃어 주고 힐링이 되는 거야 우리 학교 오면. 맨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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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가까이 접근하게 어렵다가 한 회 두 회 올 수록 어떻게 보면은 매력

에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시험 때만 빠지고 방학 때만 빠지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요. 맨 처음에는 소수인원으로 그게 동아리 형식으로 시작 됐는데 지금은 거의 진짜 

뭐 한 반에 한두 명씩 정도 배치되니까 1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장애인식개선이 다른 게 아니에

요 그게 장애인식개선이에요.

⑪ 장애인 권리를 위한 목소리 내기: 인권위 진정, 민원 제기, 발의 요구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장애인 차별 경험 사례에 대해, 참여자는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서 꾸준

히 목소리를 내고 있었음.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정책과 관련해서 휠체어 보조기구 지원 제

한, 식사지원의 강제, 교외 수업시 차량 지원 제한 등 사안을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어서 그 

결과로 보조기구 지원을 이부 지원받기도 하였음. 또한 서울시청과 국립박물관의 장애인 화장

실 접근 문제를 민원제기 하기도 하였고 기저귀 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시의원들에게 발의

를 요구하고 있음. 

K (휠체어 보조기구가) 비싸다고 지원 안 해 주나 하면은 일반학교 아이들 책걸상은 학교에서 다 

무상 제공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오라는 거는 이것도 차별이다 얘네들은 그게 책걸상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안 되니까 그래

서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냈어요. 그래서 작년에 특별예산으로 1억5천 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

서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K 서울시 이렇게 우리 지금은 장애인 장애인도 있지만 노인들도 괜찮아요. 치매노인서부터 기저귀 

차는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간이 하나 정도는 있어

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민원을 넣었어요.

K 지금 서울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게 기저귀 지원. 복지부에서 안 해주니까 서울시에서 지자체에

서 일부라도 해줘라 우리가 자부담은 그러면 우리가 15만원이면 5만원이라도 해 줘라.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이 중요하니까 한 1000명만 해 가지고 지금 6억, 7억을 시의원들한테 발의해달라고. 

시에 그 장애인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발의만 해줘라. 발의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

예요.

⑫ 중증장애인 권리를 위한 국가의 의무 – 장애인 인식 개선, 체계적 건강검진, 경제적 지원

참여자는 중증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또

는 국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을 언급하였음.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은 어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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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접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음. 지

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유치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음.

K 어려서부터 가까이 하다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가까이 접하다 보면 그런 편견이 자연스럽

게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해서 제도

적으로 좀 유치원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동 주민 

자치 센터에서 보면은 지금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민센터 프로그램 엄

청 많잖아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근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들이 그 지역에서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한두 가지 

넣게 한다든지.

국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검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앞서 사례에서

도 나타났듯이 보건의료 접근과 관련하여, 참여자는 아들과 같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건강검진 체계가 없음을 토로하고, 이들을 위한 신체변형, 위내시경 등 체계적인 건강검

진 제도를 염원하였음.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중

증장애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임.

K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국립병원에서조차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시스템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위내시경 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 하다못해 국립 재활 

병원이라든지 서울대학병원 국가기관에서는 그래도 일에 대해서 하던데 장애인 많지 않으니까 3

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건강검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뭐 장

내시경 이라든지 위내시경이나 하든지 아니면 신체변형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

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참여자는 국가가 장애인의 경제생활을 부분적이나마 지원해주기를 염원하였음. 건강보험도 국

가에서 지원을 해주듯이 연금의 형태로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음. 이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계비와도 같음. 국가가 장

애인의 행복추구권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음.  

K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엄마도 같이 나이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저희가 100% 뭐 국가

에서 이 아이를 책임 져 달라 하는 거보다는 뭐 이제 진짜 우리 건강보험을 하면은 자부담 30% 

국가에서 30% 사업주가 30% 하듯이 이런 부분도 부모가 30프로 지자체에서 30프로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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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해서 어느 정도 연금식으로 해 가지고 엄마가 그래도 경제능력 있을 때 이 정도로 뭔가 지

원 하면은 장애인들은 또 좀 생애주기가 짧아요 아무래도 건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최소한 40

세에서 45세 정도에서부터 그래도 엄마가 경제활동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 아이한테 그 자식한

테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원 안 하고 그래도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즐기는 데 영화를 한 편 보든 

맛있는 먹든 내가 사고 싶은 옷을 사는 그 정도의 경쟁력으로 지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이 될 

수 있는 연금의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⑬ 건강은 권리다

참여자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이 권리라는 관점에 동의함.

K 그렇죠. 권리죠. 건강에 대한 권리는 본인이 잘 관리하는 것도 권리지만 내가 능력이 안 될 때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그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지원이 되냐 되지 않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내 건강을 위해서 보약도 사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잖

아요 그렇지만 그게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든지 우리 아이들처럼 장

애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권리를 못 찾잖아요.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국가에서 일정부분은 능력이 되는 사람처럼 100프로 다 못하지만 최소한 기

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⑭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 중증장애인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기 위한 사회적 배려

참여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는, 장애인을 특별한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단지 배

려가 좀 더 필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이들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인식이 

널리 퍼질 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함. 

K 장애인이 좀 몸이 불편하고 뭔가 조금 더 배려의 대상이라는, 아기들처럼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차별이라는 그 자체 단어도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아기들을 차별하진 않잖아요 이해하고 존

중해주지.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별도로 장

애인 하면 특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정도.

K 뭐 특별한 시선으로 볼 것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평범한 사람 돼야되지 그냥 그렇게 뭐 그

냥 우리 안녕 어디 갔다와 일상 인사를 하듯 이런 식으로 그냥 장애인도 어디 학교 갔다 오는구

나, 아 오늘은 기분이 좋네, 그냥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냥 해 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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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는 중증장애인 아들이 궁극적으로는 일반인들의 삶처럼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소망함.

K 지역 사회에서 그게 폐쇄되어 있는 집 안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하고 그냥 낮에는 아침에 

집에서 뭐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나갔다가 저녁에는 일반인들처럼 가족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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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치이즈 님의 이야기

l 개요 

․고등학교생활이 힘들어 학생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참여자는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청소년

인권 활동가임. 

․학교는 일상적인 통제를 행하고 인권 침해의 공간임.

․청소년은 새벽등교, 잦은 시험,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해 무기력함, 불안, 두통, 소화불량 등 

건강 피해 존재함. 청소년이 처한 환경 자체가 건강에 악영향 줌. 

․학교 체벌, 학생 간 폭력은 존재하고 둘 사이 유사성 존재함. 청소년 연애와 성의 음지화로 

인해 성추행·성폭력 발생함. 여성 청소년의 신체에 대한 스트레스와 학대 존재함.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 문제 심각함. 탈학교 및 탈가정 청소년은 영양·주거·노동 문제로 인

해 건강에 악영향 미치고 있지만 정책은 부족한 현실임.

․청소년들이 건강의 상징이라는 편견이 존재하고 청소년의 고통 호소를 비난·무시하는 분위

기 있음. 청소년 의료 이용 시 부모님 동행 요구는 의료 이용에서 차별적 조건임.

․청소년들은 불만이 많고 건강도 나쁘지만 인권, 건강권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저조함. 그 이

유는 인권 보호 체계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임.

․해결책: 청소년의 정체성을 학생으로 보지 말 것, 청소년을 무시하지 않고 인간으로 존중할 

필요 존재, 학교에 있는 시간 감소 필요,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하고 개인 잠재력 장려하는 

여건 조성, 청소년에 대한 진정한 이해 필요,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 포함 다른 부분에서도 

실질적 기회 제공 필요, 청소년 성교육 및 보건교육 필요.

․헌법 개정에 반영될 건강권 내용: 청소년의 건강권 규정, 학교 측의 자의적 폭력과 건강 침

해 금지 반영, 청소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교실 안”에서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

l 키워드: 학교의 일상적 통제, 청소년 불건강의 원인, 학교 폭력의 존재와 그 원인, 청소년

의 연애와 성, 탈학교 및 탈가정 청소년의 건강 문제, 건강과 의료 이용에서의 청소년에 대

한 차별과 편견, 인권 및 건강권에 대한 저조한 인식, 실효성 없는 인권 보호 체계, 해결책

의 핵심은 인간 존중, 헌법 개정에 반영될 건강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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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포인트 

① 고등학교생활이 힘들어 학생 인권에 관심,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청소년인권 활동가임 

참여자는 고등학교 때 학교생활이 힘들어 학생 인권에 관심 가짐. 외부 모임에서 다양성, 자유

로운 느낌, 학생 아닌 다른 정체성의 가능성이 좋아 활동 시작함.  

K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는 좀 학교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힘들다 보니까 학

생 인권에 좀 관심이 가기도 했고 그때 약간 과제 이런 걸로 자유주제 선택하는 게 있었는데 제

가 학생인권조례를 뭔가 알아보고 싶어서 카페를 가입했더니 되게 적극적으로 모임에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갔는데 약간 학교에서는 그냥 비슷한 학생들만 보잖아요. 그런데 나오니까 

타 학교 학생들 청소년도 있고, 뭐 화려하게 염색을 하고 문신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

건 다양성의 충격 받았던 거 같아요.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 공부 말

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좋아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② 학교는 일상적 통제와 인권 침해 공간

학교의 일상적 통제 존재함. 기숙학교 내 개인적인 공간의 부재. 학교는 인권 침해 공간임. 입

시전형으로 학생부 전형에 의해 학생부와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지면서 학교생활 저당 잡힘. 

K 저희는 일단 기구 같은 거 다... 전열기구 이런 거 안 되니까 고데기, 드라이기 다 안 되니까... 위

험하다고 화재 난다고... 소방대피훈련은 거지 같이 하면서 무슨... 그런 거는 물품반입 일단 안 

되고 핸드폰은 거의 5일 평일 내내 뺏긴 상태고 수업 시간에 이 외의 나머지 시간 다, 5일 내내 

다 없고... 그거 되게 빡셌어요. 저희 아침에, 아침마다 6시 반에 기상해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고 찍고 와야 되요. 그거는 맨날 맨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날씨 춥고 이래도 학생들이 잠옷 차

림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고 계속 밤마다 사감 돌아다니고 막 문 열어 보고 다른 방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 대개 일상적인 통제였어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K 근데 개인적인 공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면학실에 들어가면, 도서관 말고, 정말 

왜 칸막이 책상들이 쫘악 있는 데 있잖아요? 사실, 저는 거기 있는 게 되게 답답하기도 한데 한

편으로는 그냥 거기 있으면은 딴 짓해도 좀 괜찮으니까. 근데 그게 또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K 저희는 학교는 다 완전 인권침해의 공간이다... 이근데 입시전형이 학생부 전형 이런 것들이 생

기면서 학생부, 생활기록부가 되게 중요해 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활기록부는 담임교사가 

자의적으로 쓰는데 정말 그냥 성적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평소 태도를 다 그냥 보고 쓰는 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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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불만 얘기를 못 하는 게 이거 생기부에 쓰일까봐... 이제 완전 생

기부가 정말 통제 수단이 된 거예요. 정말 뭐만하면 생기부에 쓰일까봐 못 하겠다... 이게 취지는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평가하겠다... 이런 건데... 어쨌든 그것도 평가다 보니까 그냥 일상생

활, 학교에서의 모든 생활 자체가 생기부에 저당 잡힌... 그렇게 되는 거 같고.

③ 청소년 불건강의 원인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시절 기숙학교에서 새벽등교, 잦은 쪽지시험,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스트

레스가 많아서 몸이 무기력해졌고 지속적으로 편두통, 소화불량 경험했음. 학생들은 집단적으

로 불안을 경험하고 일조량 부족으로 점차 창백해짐. 청소년이 처한 환경 자체가 건강에 악영

향 미침. 

K 일단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기숙학교에서 그 당시에 7시 50분까지 등교했고 밤 11시 반까지 

야자를 했어요. 기숙학교 다 보니까 집에 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학교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수면부족이나 이런 것 보다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

어요. 워낙 시험이 많고 정말 한 달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 간격으로 쪽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

러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는 버릇이 생겼어요. 졸리지도 

않는데 억지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자 시간에 이렇게 딱 벽을 둔 그 책상에 딱 앉아 있

으면 너무 몸이 무기력해져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계속 잠만 자는... 선생님들이 너

는 왜 맨날 잠 만 자냐고 밤에 잠 안 자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몸

이 약간 더 이상 받아들이지를 못 하니까 그냥 내가 아웃 해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편두통 달고 살았고... 잤고... 뭐 진짜 공부 밥, 공부 밥, 공부 밥, 공부 이러니까 활동량

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화도 안 되고 소화불량도 계속 달고 살았고. 저는 나중에는 이제 

거의 성적을 약간 포기 해 가지고 좀 그나마 괜찮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계속 

1등급 받아야 된다고 압박이 있는 학생들은 진짜 시험보기 전에 신경안정제 같은 것도 먹고 좀 

되게... 기숙사에 모이면은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교가 특목고였거든요. 그래서 중학

교 때 워낙 1등을 하던 애들이 모였던 자린데, 나는 그 안에서는 이제 오십 몇 등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자존감이 많이 상한다고 울고... 좀 공부 잘하는 애들 약간 질투도 되게 많이 

하고 시험 기간 되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 문제집 같은 거 없어져 있고 누가 가져가 가지고... 

그래서 그냥 약간 좀 집단적으로 불안하고 서로 되게 눈치 보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

게 3년을 지내니까 진짜 머리속에 쓰레기가 쌓이는 느낌이었어요, 계속.

K 진짜 이게 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진짜 햇빛을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햇빛이 

받아야 막 건강이 좋아지고... 근데 진짜 나중에 점점 얼굴들이 창백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래서 저도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시청에서 캠페인 같은 거 하면은 너무 좋아서 막 방방 뛰

는 거 난리 쳤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바깥 공기가 약간 내 건강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닐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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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이상한 믿음이 생길 정도로... 그냥 뭔가 바깥 공기를 쐬면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신적

으로.

K 결국 건강은 사실 환경이랑 너무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 학생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

는 환경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거 다 보니까. 건강을 진짜 그냥 몸?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생각했을 때 청소년은 건강할 수가 없는... 지금 청소년이 겪는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거는 그만큼 청소년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것 같아요.

④ 학교 폭력의 존재와 그 원인

여전히 학교 체벌은 존재함. 균등한 학생을 원하는 학교 분위기로 인해 개성, 빈곤, 장애 등의 

비난받게 됨. 학생 간 폭력 양상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과 닮아 있음.

K 박근혜 정부 때 시행령으로, 원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체벌, 간접체벌이든 직접체벌이든 다 금지

였는데, 간접체벌은 된다 이런 식으로 거의 됐고요. 아직도 체벌 하는 데도 꽤 많고.

K 워낙 학교 폭력이라 부르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 문제도 있고... 

K 제가 생각하는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계속해서 나보다 잘난 학생과 나보다 못난 학생

을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저런 못난 학생들과 다르다는 걸 계속해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너무 학교는 정말 균등한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모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뭐 말을 더듬는 하거나 그 중에서 특히 사교성이 없다거나 그 중에서 특히 가난하다거

나... 이렇게 뭔가 모가 나고 특성이 두드러지는 게 있으면 그 학생을 되게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

는 거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나대지 마라... 이런 말이 제일 학교에서 많이 유행이잖아요? 나대

지 말라는 게 결국 눈에 띄지 말고 모나지 말라는 거 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크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교사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교사들은 학생들이 모가 

나고 눈에 띄고 그러면 피곤해지니까. 그런 통제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전 최근에 안 그래도 뭐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거는 이제 실제 사회 범죄를 잘 설명할 수 없듯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 진짜 사람을 

유리로 머리를 때리고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과도하게 사

회문제로 인권문제로 엮는  거는 또 좀 별게의 문제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어쨌든 약간 양상

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녹취본이나 이런 거 들어 보면은 내가 이거 하라고 했지... 약

간 되게 그런 느낌 받았어요. 좀 교사 말투랑 닮았다는 느낌? 너 잘못한 거 뭐가 있어 말해 봐... 

말 못 하면 너 말 못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교무실에 학

생들 불러다가 엎드려 뻗쳐 시키고 때리는 게 익숙한 학교 현장에서... 뭔가 내가 어떤 학생 한 

명을 조지려고 하면 그 방식을 따라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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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소년의 연애와 성

음지화로 인한 비위생적 성관계와 성추행·성폭력 발생함. 여성 청소년들의 다이어트 등으로 

인한 자신의 신체 학대 존재함.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 문제 심각함.

K 일단 여성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연애나 이런 것들이 성적인 부분에 가면 굉장히 음지화 되

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청소년에 의해 성폭력을 겪는 경우도 많고 진짜 그게 막 간강 

수준이 아니더라도 강제로 키스를 한다거나 몸을 만진다거나 그런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성관계를 가질만한 환경도 없다 보니까 진짜 비위생적인 곳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도 있는 

거 같고. 좀 여성 청소년들이 자기 몸을 별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막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뭐 비청소년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성들에 그게 너무 많다 보니

까. (중략) 성소수자 청소년들 아웃팅 당하고. 아마 자살하는 청소년들 중에 몇 퍼센트는 성소수

자가 아닐까요? 그게 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왜냐하면 ‘띵동’이라는 성소수자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 보니까 자살방지 이게 되게 큰 사업이더라고요.

⑥ 탈학교, 탈가정 청소년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 영양, 주거, 노동 문제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 끼침. 특히, 주거와 노동 문제 심각함. 

탈 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함.  

K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사실 진짜 진짜 학교 밖 청소년 얘기 하다 보면은 너무 끝도 없

긴 한데... 탈가정 하고 나면은... 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탈가정 청소년들이 되게 영양이 불균형 

하잖아요? 나오니까... 그래서 음식이 있으면은 일단 언제 또 밥을 먹을지 모르니까 막 다 먹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쉽게 살찌는 경우가 많데요. 그러고 좀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

하고 또 막 이러니까 그런 문제를 들은 적도 있기도 하고...  사실 좀 이거는 다 빈곤이랑 연결 

되는 문제인 거 같은데... 탈가정 하고 나면은 당장 사실 청소년은 집 계 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집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각종 진드기나 곰팡이의 먹이가 되거나 

그냥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청소년들 되게 많고... 탈가정 하면은...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잖아

요? 그냥 지금 먹어도 당장 안 아프니까... 당장 확 눈에 들어오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괜찮

겠지 싶어서 먹는데 그거 약간 어떤 기사 봤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삼사십 대 되면은 엄청 심각

해 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K 사실, 지금 제가 탈가정 청소년이랑 살고 있거든요. 두 명이랑요. 저희 집이 가출팸이어요.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았으니까, 비청소년이고, 이제 엄마가 부모님이 지원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집

을, 투룸을 구해가지고. 근데 막상 집 구하고 나니까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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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 네 명되었거든요. 이러다보니

까 나중에 제가 나중에 돈 벌면, 돈 많이 생기면 탈가정 청소년 보증금 지원하는 사업 너무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었거든요. 초기자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모 지원도 하다못

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당장 갈 수 있는 주거나 없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타인의 호의에 그

냥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저랑 살고 있는 친구들도 저랑 같이 살지 않았으면 사실 어디서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참고: 사무실에 침대가 있음) 이 침대에서 

한 일주일 째 먹고 살다가 저희 집에 온 거거든요.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K 애초에 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청소년은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바 탈락이거든요. 그리고 알바에 붙어도 워낙 우리나

라 노동인권 현실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6개월을 못 버텨요. 다 나갈 수밖에 없어

요. 제가 들어 봐도 그래요. 진짜 너무 착취하고 그리고 또 뭐 그런 걸 잘 꿋꿋히 버티는 성격들

이 아닌 경우도 많고. 최저임금 안 주는데 진짜 많고. 청소년이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는 약간 살 수가 없는, 돈을 벌 방법이 없는, 그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중략) 솔직히 근로

계약서도 안 쓰는데도 워낙 많고, 애초에 16세 이하는 그냥 못 해요. 일을. 아예 못 하는데, 명의

를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많고. 명의를 빌렸으니까 신고도 못 하잖아요? 자기 불법인 거 알려지

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냥 사장들이 개념이 없으니까, 청소년이니

까 최저임금 안 주는 거 알지? 이렇게 하는 데도 너무 많고, 수습기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때

는 30%, 50% 밖에 안 준다, 근데 수습 기간 끝나면 그냥 잘라 버리고. 이런 것도 되게 많고.

⑦ 건강과 의료 이용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차별, 편견

청소년은 건강의 상징이라는 편견 존재함. 청소년의 고통 호소에 대한 비난이나 무시 존재함. 

청소년의 병의원 이용 시 부모님과 동행이 요구되는 것은 불합리함.

K 왜 건강하면 다 좀 노인의 문제라거나 좀 나이가 많아서 신체의 노화... 이런 게 많이 연결 되잖

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청소년은 약간 건강의 상징이 되고 그 자체로 너는 젊어서 체력

도 튼튼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K 학교가 조퇴나 결석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내가 아파서 좀 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증거를 

대라거나 그냥 있으면 낫는다면서 그냥 가둬 놓을 속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아파

도 학교에서 아파라”는 이런 얘기 하고 쉼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아프든 말든...

K 그러니까 청소년 중에 정신 건강의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워낙 그런 정신 

건강 병원에 간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은 특히 병

원에 가면 꼭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거나 그 사실을 꼭 부모님한테 알려요. 근데 그건 부모님

들이 억지로 못 가게하거나 되게 이상한 취급하거나 하잖아요? 너네가 무슨 일 우울증이냐?... 

이런 식으로? 청소년의 병은, 정신질환은 그대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니네가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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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힘든게 있다고? 다 거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비하를 하거나, 뭐 진짜 학교에서

도 소문나면은 쟤 정신병자래... 이런 거 소문나면은 거의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숨겨

야 돼서 병원에 아예 못 가거나... 그런 경우 많고... 청소년 미혼모 이런 이야기 하면은... 보통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산부인과에 분만 전까지 최소 8번에서 10번을 가야 된다는데 청소년 미

혼모 경우에는 3회도 안 된다.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끝까지 그냥 숨기려고 배 복대만 이렇게 

막 하고서 안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임신한 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거나... 너

무 그런 성에 대한 지식이 잘 안 전달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도... 어쨌든 병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그런 지식이 없고... 괜히 심각한 거 같고 막 이러니까 더 자기 문

제를 더 잘 모르게 되는 거 같아요.

K 좀 그냥 저희는 그런 인터뷰 하기는 했었는데, 낙태 경험한 여성 청소년들 얘기 들어보면, 비청

소년도 낙태 지금 불법이니까 못하지만 청소년은 더 부모 데리고 오라고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⑧ 인권 및 건강권에 대한 낮은 인식과 실효성 없는 인권 보호 체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저조. 교육청에 인권침해 신고 시 처벌이 경미하고 신고자가 밝혀

지는 문제 존재함. 개선 여부에 대한 비관과 체념으로 인해 불만은 있지만 개선 노력은 없음. 

건강권은 낯선 개념이지만 청소년 건강이 실제 나쁘기 때문에 인권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K (학교에 인권교육도 가요?) 제가 방금도 갔다 왔는데요. (중략) 뭐 이런 권리 침해 받는다, 이런 

권리 침해 받는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잘 안 지켜진다, 여러분 신고하셔라, 이런 거 말해요. 

사실,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K 근데 사실 (폭력 금지, 두발 자유화 등을) 어기고 해도 (교육청)신고센터에 신고를 해도 잘 안 되

는 것 같고. 권리옹호관이나 그런 옹호센터 있는데, 인터넷에 구제해도 그냥 그 학교에 경고만 

내리거나 아니면 그 학생을 밝혀 버리거나 이래 가지고... 노답이예요. 저도 게시판에 신고해봤는

데 익명으로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알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학

교 자체에서 이제 막 물색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누가 신고 했냐 그러면 보통 대충 교실에 왠지 

그럴 것 같은 애들이 한 명 두 명 있잖아요? 그럼 대충 막 소문나고 왠지 쟤가 했을 거 같아... 

막...그런 경우가 많죠.

K 인권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불만은 많이 있어요. 뭐 뒷담 까면서 스트레스 풀고... 근데 이거를 

불만 수준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문제... 왜냐면 어차피 말해도 안 바뀌고 이게 너무 오랫동안 뭐 

사실 내 선배도 그랬고 내 후배도 그럴 거고 이게 몇 백년 동안 그냥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불만 가지면 나만 손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게 인권의식으로 잘 못 터

져 나오는 것도 있는 거 같고, 이미 너무 많이 체념해서... 그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런 인권침해 

현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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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유를 들어 보면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그게 너무 강해서... 그런 게 있고. 사실 

건강권은 엄청 익숙하진 않지만 학생들 중에 척추측만증 이런 거 걸린 사람 되게 많고 생리통 

때문에 힘든 사람 되게 많고 뭐 있으면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자주 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인권의 이야기로 할 수 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어쨌든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⑨ 해결책의 핵심은 인간 존중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란 말이 맞음. 청소년을 무시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중 필요함. 학교에 

있는 시간 감소 필요함.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개인 잠재력을 북돋우는 여건 조성 

필요함. 청소년에 대한 진정한 이해 필요와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 포함 다른 부분의 실질적 기

회 제공 필요함. 청소년 성교육과 보건교육 필요함.

K (왜 학생 이라는 말과 청소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학생’이란 말 쓰지 말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요?) 예. (사실 모든 청소년은 학생이 아닌데...) 맞아요. (학생이란 표현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 친구도 있을 거 같은데...) 저도 지금 방금 인터뷰하면서 약간 좀 혼동해서 쓰는 거 같애

서... 제가 학생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혼동했나 봐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사

실 진짜 진짜 학교 밖 청소년 얘기 하다 보면은 너무 끝도 없긴 한데... 

K 저는 일단은 학교가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그냥 무시하지만 않아도, “힘들구나”, “너 좀 쉬

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만 해 줘도, 그리고 내가 좀 쉬어도 바로 뒤쳐지거나 바로 낙오되지 않는, 

않게만 되어도 나을 거 같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관리도 실력이다” 이런 식으로. “시

험 당일 날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 성적은 한 순간인데 몸은 평

생 가는 거고. 어쨌든 그 말 한마디가 그 얼마나 학생들을 진짜 인간으로 안 보는지가 다 드러나 

있는 말이잖아요? 그냥 그 말 자체의 뜻보다는 얼만큼 그 학생들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다 드러

나는 말인 거 같아서, 이건 인식이 바뀌는 게 필요한 거 같고. 그리고 진짜 좀 요새는 그런 생각

을 하는데 어차피 학교에 다녀야 되는 거면 그리고 학교가 그렇게 막 한순간에 다 개혁되고 그

러지 않는다면 적어도 있는 시간만이라도 좀 줄였으면 좋겠는 거, 저는 그냥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니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그냥 죽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여기서는 뭐 그냥 죽었

다 생각하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주말이라도 숨이 트였으니까. 저희가 막 3시 하교 이

렇게 외치는데 진짜 학교에 있는 시간이 그냥 적어지면 그 외의 시간에 뭔가를 내가 할 수 있겠

다는 생각이 들면 좀 더 활력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수나로에도 올 수 있게 되고. 지금 

사실 9시 등교도 힘든 거 같아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진짜 무력하게 만드는 거 같아서,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뭔가 이야기하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내가 

지금 쉰다고 죄책감 안 느끼게 하는 거, 그게 다 첫 번째 이야기와 연결 되는 건데,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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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저도 사실 막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미래가 밝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일

하다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면서 그렇게 살고 나중에 그냥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이

러다가 사람이 죽으면 너무 너무 슬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기회가 더 열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어느 나이 때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긴 해요. 그니까 기회

를 준다고 하면은 꼭 교육 얘기만 하잖아요? 무슨 진로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 체험 어쩌고 교육

을 해 주겠다,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냥 이해해줬으면 좋겠는 거... 진짜 뭐 어디 공방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준다던가, 진짜 어디 유학을 보내 준다거나,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워킹홀

리데이처럼 진짜 교육이나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기회를 주는 거... 사실 아수나로에 들어와

도 청소년활동가들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하거나 원고를 써서 잡지를 내거나 실제적으로 진짜 활

동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너네 기다려라... 교육을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근데 진짜 그러

면서 저는 제가 청소년활동가라는 직업을 갖게 됐다는 게 그 청소년일 때 되게 저에 대한 생각

을 바꾸게 해줬던 계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K (중략) 자기가 임신한 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거나... 너무 그런 성에 대한 지

식이 잘 안 전달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도... 어쨌든 병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그런 지식이 없고... 괜히 심각한 거 같고 막 이러니까 더 자기 문제를 더 잘 모르게 되는 

거 같아요.

⑩ 헌법 개정에 반영될 건강권 내용

청소년의 건강권 규정, 교사들의 자의적 폭력과 건강 침해 금지 반영 필요, 청소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교실 안에서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좋겠음.

K 물론 학생의 건강권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건강권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학교가 작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막상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회에서 그렇게 관심

을 갖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교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들이 폭행이고 감금이고 건강을 침해하

는 일이라는 것이 좀 법정화되었으면 좋겠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학교 안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 좀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서... 헌법이 많이 구체적이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청소년들이 있

는 그 곳에서 건강해야 한다는 거... 그냥 추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앉아 있

는 교실 안에서 건강해야 한다는 거를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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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 이인섭 님의 이야기

l 배경 

․지난 5월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함.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20개가 

넘는 국가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였음. 그러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성소수자가 겪어

야하는 현실은 국제적인 흐름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 

․올 해 육군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92조 6항(“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

인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실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가 내려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두고 찬반논쟁이 벌어지는 반인권적인 현상이 

벌어졌으며, 지난 9월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헌법재

판관으로 군 형법 중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에 대해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헌

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 인준 거부 사유로 등장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서도 야당 의원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하였음.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동성애와 에이즈를 동일시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발언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방송을 통해 노출되었음.

․성소수자 집단은 건강과 의료이용에서 상당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동성애 

성정체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또래 청소년들보다 두 배 많이 자살을 시도하고, 노인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도 다른 노인들에 비해 더 큰 사회적 고립

과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 장벽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음.

  

l 키워드 :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성소수자 범죄화, 성소수자 의료이용과 건강

l 포인트

① 성소수자 범죄화 

올 해 있었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전, 2년 전부터 진행되는 학교성교육 표준안을 둘러 싼 동

성애 공격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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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올해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아무래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가장 파장이 컸다고 생

각이 돼요. 실제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 외 또 수십 명의 성소수자 군인들이 지금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중략)

K 성평등 교육을 하는 것을, 성소수자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반대세력들이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학교당국에다가 하고 있어요.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별도의 지침으로써 성소수자 관련된 교육을 성교육 내에서 하지 말라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반대 세력들이 그건 알고 성소수자 인권에 가르치는 교사에게 교육부 지침

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K 예를 들면 성인 남성 동성애자를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보는 인식을 잘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지

금 군형법이 문제인 것이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법이 합의된 

동성간의 성관계를 처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없어지면 성적으로 뭔가 노출된다고... 성인 

남성을 만나다는 것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탈선인 거고. 

K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되게 어렵죠. 이중의 굴레인 거죠.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인을 만나면 안 

된다, 섹스를 하면 안 된다는 가치관이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성소수자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 

그런 게 있는 거죠.

K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 군대에서 성소수자인 것을 아웃팅 당한 병사에게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HIV 검사를 실시 한 적 있어요.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는 HIV에 감염

될 확률이 있다고 밖에 생각을 못 하고, 그런 식으로 저질러버려 경우인 거죠.

K 되게 특이한 케이스 긴 한데, 병원에서도 심지어 의학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HIV 감염인에 대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소수자를 감염인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

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② 청소년 성소수자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

청소년 성소수자는 청소년으로 경험하는 갈들이나 어려움에 더해 차별과 혐오라는 성소수자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맞닥뜨림.

K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 아직도 성소수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교사

와 또래 집단들의 혐오발언 때문에 힘들어 하고. 

K 청소년 성소수자가 커밍아웃하고 나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을 해요. 여름에 사례가 있었는데, 

가정폭력을 당해서 저희한테 사건이 접수돼서 경찰에 아동학대신고를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경

찰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가정폭력이 있던 집도 아니고,  폭력 상황이 경미 하니까 

귀가조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2차로 또는 더 강화된 가정폭력 일어날 가능성을 말씀 드리니까 

그때서야 다시 생각해 ․청소년 자체가 자립하기 쉽지 않은 사회구조인데, 청소년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구직활동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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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쉼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법적으로 여성이지만 보이쉬하게 하고 다

닌다고 했을 때 일자리를 구한다던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립에 두 배의 어려움을 겪

죠. 자신의 장래를 진로를 꿈꿀 때도 어차피 나는 이런 분야는 안 되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많고. 

불이익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상정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제라

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많으셨고요.

③ 쉼터 이용도 어려운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청소년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있지도 않고, 기존 쉼터에도 이들을 위한 별도

의 공간이나 지원이 없는 상황임.

K 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께는 커밍아웃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 대부분 입소해 있는 다른 청

소년에게는 커밍아웃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괴롭힘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K 성소수자라는 것을 커밍아웃 했을 때, 쉼터에 계신 분들이 성소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

원을 갖고 계시지 않은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잠자리나 씻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 충분하지 않

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K 트랜스젠더 남성 청소년인데 본인이 여성이 아니니까 여자 쉼터에는 본인이 갈 수가 없고. 그렇

다고 남성쉼터에 가기에는 여러 가지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여성청소년도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 청소년들과 생활하는 것은 

너무 불편한데.. 또 여자 청소년들과 생활할 때 다른 여자 청소년들이 트랜스 여성청소년에 대해

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지내는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트랜스젠더 청소

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든 쉼터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④ 드러내기 어려운 성소수자 건강 문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드러났을 경우에 벌어질 편견과 차별 상황이 정신건강

에 안 좋은 영향을 주며, 편견과 차별이 두려워 의료를 이용할 때도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기 어

려움. 정부나 교육당국은 무관심함. 

K 청소년 성소수자 한 분과 의료지원을 갔다 왔는데. 성폭력 피해자인데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 심지어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 분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성병이라든지 

HIV 감염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신데. 문제는 그 상황을 집에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의사한테 해도 될까? 내가 성소수자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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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밝혔을 때 이 의사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을 갖거나 부모에게 알린다거나... 

K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의료적인 조치를 시작하는 것도 만 20세 넘지 않으면 부모의 동의 없

이 시작하기도 어렵고, 만 20세가 넘더라도 비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들

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발목을 많이 잡고 있죠.

K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간에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요.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커밍아

웃하면) 직업을 잃을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혐오와 차별을 당할까봐 본인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K 일상적으로 댓글이나 인터넷 게시물이나 기사나 혐오세력들이 만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받는 감정적인 타격들, 이런 것들이 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줘서...

K 병원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었는데, 제가 성소수자란 사실을 얘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적합한 상담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상담자가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수 있는

데. 예를 들러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동성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든지 그런 부

분들이 주는 어려움이 있죠.

K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차별을 받지 않죠. 밝혔을 때 차별을 할 의료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 어떤 차별이 올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이 사람이 나의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질지를 잘 

모르니까,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서 만약 성소수자라는 것이 관련이 없는 질병이라면 내가 성

소수자라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가시화된 차별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

은 것 같아요.

⑤ 편견과 혐오를 확대 강화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비과학적인 지식과 교육

성에 대한 도덕적 엄격함이 강하다보니 청소년과 성을 강하게 분리시키려고 하고,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수자 그룹 내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요

구하는 인권 그룹 내에서도 또 다른 배제가 나타남.

K 가장 큰 차별은 성소수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일찍 제대로 된 성

교육을 받았으면 훨씬 더 일찍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국가는 물

론이고 아무도 저에게 성소수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 것이 없어요.

K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호라는 잘못된 신념들이 있으신가 봐요. 예를 들면 이건 성

소수자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콘돔을 사는 게 불법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많은 가게에

서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팔지 않는 곳들도 있단 말

이죠.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냥 청소년과 성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사 한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 분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에게 성

소수자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소수자 정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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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섹스 연관이 되어있고 청소년에게 섹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을 알려 주면 안 된다는 가

치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K 제가 청소년들한테 들은 얘긴데, 어떤 선생님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인데, 폼페이가 화산으로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를 하는 데 벼락이 위에서 분화를 시킨 거라는... 왜 그런 비과학적인 얘기

를 학교에서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 그분은 용감한 청소년이어 가지고 교육청에 진

정을 넣어서 선생님한테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교육인 거잖아요? 성소수자 혐오

를 떠나서 비과학적인 내용을 수업에 하신 거니까. 

K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있죠. 대부분의 것들은 무지에서 

비롯한 경우들이 많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한 후배인데, 심지어 이공계인데. HIV가 동성

과 성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로 생각하더라고요.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움

을 준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K HIV가 어떻게 전파되고 적용되는지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 공포심을 조장해서 성소수자를 차별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두려

워하는 어머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온갖 부정적인 자료들 밖

에 못 본 거예요. HIV에 대한 얘기, 트랜스젠더가 호르몬으로 하면 30살밖에 못 산다는데 어떻

게 하냐? 낭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정보가 올바른 정보보다 너무 양이 많아요. 자극적인 

비디오 뭐 이런 것들. 게이들은  항문섹스를 많이 해서 나중에는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된다던

가. 이런 얘기들을 사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K 성소수자들이 좀 가시화가 덜 되어 있어서 멀리 있는 존재인 거죠. 본 적도 없고, 살아있는 성소

수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숨을 쉬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미난 건,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도 성적으로 문제가 많고... 이런 얘

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성애자들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있고, 변태, 소아성애자, 무슨 성범죄자, 

동성애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동성애자가 있고, 변태성욕자 무슨 뭐 이

런 것들과 이성애자가 같이 있는 건데. 묶음이 다른 거예요. 이성애자들 입장에서는 순수하고 깨

끗한 이성애자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가 아닌 거죠. 이성애자들은 이성애자라는 정체화

가 없는 거예요.

K 각 시민사회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있었던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정에

서,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법에도 여러 가지 차별금지사유가 명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기독교 세력이라든지, 성적지향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동성애 

합법화라는 식으로 크게 반대로 했고, 이것 때문에 전체 차별금지법이 아예 제정이 무산이 될 위

기가 되니까, 그때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아예 나열 하지 말자는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성적지향만 이번에 빼고 나중에 넣자는 얘기도 기억이 나요. 예를 들면 뒤에 

등이랑 말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등에 포함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길 했는데.

K 어쨌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성적지향 때문에 법이 못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거 빼

고 가자라는 것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이이 다른 차별사유에 비해서 차별당하고 있는 거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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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차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인거죠.

⑥ 보수세력의 새로운 공격대상이 된 성소수자

보수극우세력이 종북몰이나 사상검증으로 이슈를 이끌어 가지 못하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기 어려워하는 성소수자들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은 것. 성소수자는 옳지 않다는 우월적 인식

과 왜곡된 정보가 맞물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확산됨.

K 전에는 성소수자들이 드러내지 않고 숨어 지내니까 혐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눈에 띠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를 표현하니까 가시화된 폭력의 대상으로 물망에 올

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세력들, 보수극우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분들의 공격 대상이 없어진 지점도 있는 거 같아요. 종북몰이나 사상검증에 대한 유

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가 무슬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민족 국가도 아니다 보니까. 공격의 대상, 분노의 화살을 돌릴 대상들을 찾다보니 걸려든 게 

성소수자지 아닐까... 

K (대선에서 이슈가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진짜 열이 났지만 너무 화가 났지만, 아 그래 

드디어 나왔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공론화되고 누군가가 의견을 내기 시작하

고 있구나라고요. 클링턴이나 오바마도 대놓고 지지하는 얘기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씩 조금씩 변화해 갔던 거잖아요. 아직은 정부여당이 성소수자를 끌어 앉지 못 할 거라고 보는

데,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민주당 내에서도 성소수자 이슈를 포용하는 의원들이 점점 더 늘

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K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분들은) 제들(성소수자)은 자기 삶을 부끄러워하는 애들이라는 생각을 갖

고 있는 거예요. 제 추측이지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죠. 왜냐면 어차피 자기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애들이고, 마스크 쓰고 나오는 애들이고.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고.

K 두 번째는 본인들이 도덕적 우위성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신의 섭리를 어기고 자연

의 섭리를 어긴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들에게는 정당성이 없고 우리에게 정당성 있다고 생각하시

는 게 좀 있지 않을까. 확신을 갖고 혐오할 수 있는 거죠.

K 린치가 많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신고 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어

요. 근데 자극적인 게 없어서 그렇지 4~5년 전에, 종로지역에 게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있는

데, 거기서 두세 건 정도 게이들에 대한 린치 사건도 있었고. 사우나 같은 데서 게이들을 성적으

로 유혹해 가지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집단들도 있고.

K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성소수자들이 무슨 차별을 받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그만큼 그들이 성소수자를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성소수자들이) 자기를 드

러낼 수 없다는 거고,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차별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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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도 해요.

⑦ 동성결혼 합법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상징적 의미

K 동성결혼 합법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우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점들도 큰 어려

움들이 있죠. 사실은 드러내놓고  부부로 살아가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회적인 시

선들이 있어서 못 하는데. 레즈비언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시선들이 좀 더 

작은 거 같아요. 여자 두 분이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길게 만남을 이어가는 분들 중에서 심심치 않게 병원을 가는 문제나, 수

술동의라 문제, 돌아가신 후 유산의 문제, 재산 분할에 문제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면

서 재산분할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남녀 이성애 부부들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여러 혜

택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요. 

K 청소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해 보면 동성결혼 합법화 되는 거를 기대를 많이 해요. 이게 상징적인 

일인 거예요. 내가 2등 시민이 아니고 이성애자들 다르지 않다는 상징인 거예요. 이게 동성결혼 

합법화 된다는 거는 나는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상징인 거죠.

K 차별금지법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고. 뭐 표현의 자유 문제도 인권의 문제로서 부딪히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복잡하다면 동성결혼 합법화는 심플한 거예요. 고려해야 될 대상이 

좀 덜 복잡한 느낌이랄까, 좀 더 쉽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결혼 합법에 대한 관심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⑧ 정부의 역할과 시민사회에 대한 기대

K 학교 현장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K 첫 번째로는 저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요새 교실이 붕괴되고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지만, 교사의 영향력이라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

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 교육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K 한국 정부가 항상 국제사회에서 내놓는 변명은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러면 한국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는 질문을 받아요. 거기에서 항상 한

국 정부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문제라면 성소수자에 대한 낙

인과 차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인식 제고를 위

한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들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

서 학교는 이제 사회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세대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K 연령별로 보았을 때 나이가 어릴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의 통계가 높더라고요. 아까 말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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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듯이 혐오 세력을 설득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

들은 논리적인 설득이 먹히지가 않잖아요.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성소수자단체를 방문할 기회

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가 동성결혼이 주별로만 되고 연방에서 통과되기 직전 바로 

전 해였어요. 그때 미국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막 긍정 쪽이 높아진 그런 시점이 했거든

요. 근데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미국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어요. 

퓨리서치센터라는 데서 연구원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하시더라고요. 유명 

셀러브리티들, 정치인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선 부분이 있지만, 49에서 51퍼센트가 되는 시점

에서는 사람들 대세를 따라가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소수자 차별을 하는 

것이 대세를 어기는 일이구나라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속도가 붙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정부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40%가 51퍼센트가 될 때까지는. 좀 끌어 당겨 주면 그 이

후에는 사회적 합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K 제가 정부에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다면 (성소수자가 처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사

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사하는 것 자체도 정부가 너무 부담을 느끼거든요. 이게 성소수자 존

재를 인정하고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교

육당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

요.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지만 학교에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당국 차원에서 드러내놓고 조사를 하는 거는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K 일반 시민들 혼자서는 어렵고 성소수자들도 함께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혐오

하는 많은 것들이 잘 몰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싫어하는 것들아 내가 과연 잘 알고 싫

어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K 저와 아내도 다른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있었거든요.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있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저한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점차 알아나가면서 혐오가 없어지더라고요.

K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가리봉동 가면 칼부림 나는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거기는 길거리 다

니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정말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강력범죄율이 다른 지역에서 낮거

든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요. 

K 제가 대학 때 학교 성소수자 모임을 대표했었는데, 홈페이지에 신입생 오시라고 홍보를 하잖아

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라 컴퓨터실에 있었는데, 내가 옆자리에서 쓰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써서 올렸어요. 그렇게 나는 당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

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해봤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성소수자 모임 있는데, 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열람실에서 앞자리 앉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

예요. 어디 섹스굴에서 마약하고 그룹섹스 하는 사람들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다

고, 당신 옆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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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개헌에 대한 의견

K 헌법에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그룹들, 취약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보장이 되는 문구가 담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라면, 

보편적 인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K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내용들만 따르더라도 훨씬 더 인권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요. 사실상 헌법에서도 우리가 가입하고 비준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가

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K 저는 예를 들면 헌법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 될 수 있는 내용이 명문화되면 너무 좋겠

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국제적인 인권 수준을 따라 갈 수 있는, 인권을 좀 더 중시하고 유명무실

하지 않은, 국가운영을 하는데서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헌법으로 만들 수 있다면 소수자 인

권의 증진에 좀 힘을 더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K 건강도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가 인간으로

서 잘 살아갈 수 있느냐가 보장되는 것이 인권의 영역인 거잖아요.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는 것인데, 건강권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K 뭐 예를 들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불평등한 치료를 받게 된다든지. 또 

건강이라는 문제가 자유를 구속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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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유종준 님의 이야기

l 배경 

․충남 당진은 원래 낙후한 농어촌 지역이었으나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바다를 끼고 있

다는 입지조건으로 인해 제철, 금속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 정부주

도의 개발이 지속되어왔음. 개발과 함께 삽교 방조제나 서해대교 건설 등 교통 인프라가 확

충되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높아져 수도권의 산업체 상당수가 당진으로 이동해오면서 

당진은 급속하게 산업 성장이 이루어졌음. 

․1999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도입되어 가동한 이후로, 현재 환경오염문제가 지역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발전소를 반대하는 환경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으

나 번번이 실패하면서 최근에는 9, 10호기까지 들어오게 되었음. 당진화력이 9, 10호기까지 

가동하게 되면서 당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되었음. 

․결과적으로 당진의 환경 문제는 심각함. 2013년 기준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지난 해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농어업의 피해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생산

되는 대부분의 전기가 값싼 산업용으로 이용되고 수도권지역의 전기수요를 위해 충당되고 

있어 지역차별의 정황도 포착됨.

․국가의 에너지산업 정책에 따른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고스란

히 돌아가고 있음. 당진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사례를 통해 그 양상을 살펴보고, 건강권을 포

함한 인권적 측면에서 그 원인과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l 키워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질병발생, 농어업 피해, 재산권 피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피해, 환경과 건강은 인권이다, 지역차별, 취약집단 피해, 석탄화력발전소 억제, 신재생에

너지 개발

l 포인트 

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문제 심각: 암 발생 및 각종 질환에 노출, 소음으로 인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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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등

지역주민들은 발전소로 인한 피해,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이중으로 겪고 있다. 주민들의 건

강문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났음. 주민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1999년 이후 24명의 암환

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발전소 가동 이후 급등한 수치라고 함. 또한 참여자는 

2014년도 오염취약 지역 조사에서는 체내 중금속, 뇨 중 비소,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호흡기 

질환 등 당진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에서는 당진 지역 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음.

K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교루 2리(?)라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하도 건강상 문제가 생기니까 암환

자 발생을 주민들이 조사를 한 거에요. 조사를 했는데 99년도 발전소 가동 이후에 지금까지 약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했어요. 그 중 13분 돌아가셨고 11명이 투병하고 계시죠 물론 그 전에도 

암환자가 발생하긴 했대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독 발전소가 가동을 한 이후에 

급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가 2014년도부터 오염 취약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는데 2014년도에 6곳, 그러니까 발전소, 제철소 주변에 건강영향조

사를 죽 한 거에요. 했는데 당진 지역 주민들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걸로 나타났어요. 체내 중금

속, 뇨 중 비소,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호흡기 질환 이런 쪽에서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었죠.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석탄화력 주변 지

역하고 발전소 제철소 뭐 이런 데. 최근에 건강영향조사 실시한 거에 따르면 충남이 문제가 심각

한 걸로 나타났고요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찾아서 했더니 충청남도 중

에서 당진 쪽이 가장 암 발생률이 높은 걸로 나왔었어요. 

생산된 전기를 거리가 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송전선로의 주변 거주민은 심한 

소음을 견디기 위해 집안에 암막커튼을 치는 등 스트레스와 생활불편을 겪고 있었음.

K JTBC에서 취재 나왔을 때 한번 갔었거든요. 같이 갔었는데 진짜 그 때 바람이 불었는데 진짜 그 

황소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에요. 그래서 근처 취재해 보니까 송전.. 기자가 이쪽 보다가 

(송전)선로 옆에다가 집이 있어서 거기 막 가는 거에요 무조건. 갔더니 그 집에 암막 커튼 같은 

거 쳐져있어요. 무슨 커튼이에요 했더니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소리를 막으려고 커튼을 했다

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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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질병발생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함

당진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음에도 더 구체적

인 질병발생 인과관계 조사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였음. 문제는 대규모 역학조사에 필요한 예

산의 부족임. 이는 시 당국의 지역주민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부족, 해결 의지 부족과도 무관하

지 않음.

K 인과관계가 있는가는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역학조사 수준의 대규모 조사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조사한 거 하긴 했는데 표본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 더 늘려라 지역자원 시설 쓰라고 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충청남도가 

100억 넘을 걸. 새로 세원이 잡히면 아 그런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주민 역학조사하고. 

그런 데 돈 안 쓰고 엉뚱한 데 써가지고...

③ 지역의 전통 경제인 농어업에 피해, 토지사용 관련 재산권 침해도 발생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해양 생태계가 변하고 이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되는 바람에 지역

의 전통적 경제활동인 어업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임.

K 어업 같은 경우는 당장 피해를 입죠. 원전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온배수가 나오거든요. (중략) 결

국 바닷물을 냉각수로 쓴 다음에 그걸 다시 바다로 버리거든요. 그게 온배수에요. 그렇다보니까 

수온을 올리는 거죠. (질문자: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렇죠. 생태계가 변하고 그렇다보니까 이쪽 

어장이 황폐화됐죠. 어장이 황폐화되면서 어업이 다 망가졌죠.

농업 쪽도 비슷한 상황임. 석탄 야적지 주변 마을에는 발전소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로 석탄재가 날리면서 배추 등 농산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함. 발전소뿐만 아니라 제철소

가 있는 곳은 쇳가루가 날리면서 농사에 피해를 입힘. 석탄재로 인해 농작물이 손상되는 것 자

체도 문제지만, 이를 공론화하면 농산물 판로가 막힐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해있음. 그 결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농산물 피해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함구해야만 하는  이중

고를 겪고 있음.

K 석탄을 야적을 하거든요. 일부는 밀폐형으로 해요. 9호기 10호기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큰 

창고처럼 만들어서 밀폐를 시켜서 날리지 않게 하는데 1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그대로 야적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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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발전소에서는 무슨 표면 경화제를 뿌려서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똑같지. 날리

더라고요. 석탄재가 날리다보니까 마을 주변에 떨어지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배추나 채소에 떨

어지는 거에요 이게 묻어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얘기도 잘 못해요. 여기서 석탄가루가 나

와요 그러면 누가 농산물 안 사니까. (질문자: 아 그렇죠. 그런 게 있네.)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

고. 주민들 말로는 어쨌든 배추 같은 데 석탄이 들어가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콩 같

은 거 하는 것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죠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K 제철소 주변도 그래요 제철소 주변에도 쇳가루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피해가 더 심하게 나

타나서 제철소에서 다 전량 매입하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뿌리채소 심으라고 무, 

당근 이런 거...

농업이나 어업 외에도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 송전선로 주변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

은 토지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제대로 재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K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한 거죠 농촌에서 사실 농민들은 재산이라고 유일하게 있는 게 땅밖에 없

어요 토지 (2. 맞아요) 농지밖에 없는데 송전선로가 확 지나가면 지가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

니고 매물로도 안 나가요 이게. 누구도 송전선로 주변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질 않거든요. 그러

니까 뭐 농협 같은 데에서 담보 대출을 하려고 해도 당진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30퍼센트나 까

고 줘버려요.

④ 발전소 설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참여자는 실제로 당진 지역의 경제가 발달하는 것은 발전소 설치 때문이 아니라 제철소로 인

한 것이라고 주장함. 큰 규모의 제철소가 당진에 들어오면서 연관 산업이 함께 발달하여 일자

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성장한 것임.

K 충남 당진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철소 때문이에요 사실은. 현대제철이라는 큰 제철

소가 있고 현대제철이 들어오면 그 연관 산업이 많이 딸려와요. 연관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죠. 근데 석탄화력발전소 갖고는 크게 발전 안 해요.

발전소 측에서는 주변지역에 각종 지원 사업을 제공하지만, 이는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지

역주민 회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참여자의 주장임. 지역사회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석탄재를 활용하는 ‘플라이애쉬 공급권’과 같은 발전소 관련 사업과 직접적인 일부 지역만 해

당되는 일임. 특히 발전소 쪽과 긴밀하게 관련된 ‘개발위원회‘에서 지원 예산을 차지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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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마을 전체가 골고루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K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환경적인 너무나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너

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다 반대를 해요. 다만 그 이런 쪽에서 돈을 뿌려요. 온갖 회유책을 하죠. 

발전소가 들어오면 일단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

고. (중략) 그거를 플라이애쉬 공급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발전소가 있는 석문면(?) 개발위원회에

다가 너네가 공급권을 주겠다 석문 개발위원회가 삼표에다가 줄지 아니면 뭐 이천FA에다 줄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

면서 회유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 해당 직접적인 그런 지역만 몇 개 지역만 인제 

찬성을 하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지역이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수혜를 받는 일

부만 찬성하는 거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을 개발 위원 이런 거 다 맡고 있잖아요 각 

마을 이장들 이런 사람들이 개발위원회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예산이 다 

개발위원회로 오거든요. 

⑤ 발전소 반대와 찬성 측으로 갈라진 지역공동체 

반대 주민을 회유하려는 이러한 발전소 측의 지원 사업 제공은 오히려 발전소 설치 반대주민

과 찬성주민으로 갈라놓는 계기가 되었음. 앞의 예시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발전소가 환경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반면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음. 개발위원회 소속의 일부 주민만 이권 사업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주민과 일부 개

발위원회 소속 주민 간 대립이나 갈등도 엿보임. 특히 개발과 관련된 지역 조직은 지역사회를 

위한다기 보다는 친기업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 

결국 발전소 건설은 환경에도, 지역주민의 삶과 건강에도, 지역경제에도, 공동체에도 좋은 영

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K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환경적인 너무나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너

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다 반대를 해요. 다만 그 이런 쪽에서 돈을 뿌려요. 온갖 회유책을 하죠. 

발전소가 들어오면 일단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

고. (중략)  일부 그 해당 직접적인 그런 지역만 몇 개 지역만 인제 찬성을 하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지역이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수혜를 받는 일부만 찬성하는 거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을 개발 위원 이런 거 다 맡고 있잖아요? 각 마을 이장들 이런 사람들이 

개발위원회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예산이 다 개발위원회로 오거든요.

K 솔직히 말하면 관변단체 비슷하게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이게 대개는 시, 군 단위로 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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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읍, 면 단위로도 있어요. 읍, 면 단위는 보통 개발위원회 혹은 번영회 이렇게 이름이 붙

어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 조직은 주로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쪽

에 같이 발맞춰서 활동하고 있죠. 

⑥ 당진 지역에 집중적인 발전소 설치 이유 – 산업계, 기업에 필요한 전기를 싼 값에 공급하

고 수도권의 전기수요를 용이하게 충당하기 위한 수단

석탄화력발전소는 원료값이 싸고 안정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어 왔음. 지

역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만 추구한 것임. 비교적 오염물질을 덜 배출

하는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는 LNG 복합 화력 발전소는 비용 면에서 선호되지 않음. 그러나 

환경규제가 더욱 확실한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석탁화력 발전소 설치가 제한되고 오히려 LNG 

발전소를 설치함. 값싼 산업용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환경규제가 강하지 않은 비수도권인 주로 충남 당진 지역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밀집

하게 된 것임. 또한 당진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 대부분은 수도권의 전기수요를 충당하는 데 이

용되고 있음.

K 결국은 이게 왜 이렇게 발전소를 많이 짓느냐면 결국은 문제가 근원을 따지고 보면 산업계에, 기

업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에게 아주 그냥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K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365일 돌아가죠. 원가가 싸잖아? 그렇다보니까 다 석탄 하고 싶어하죠. 그

러니까 항상 일정한 판로가 있고 게다가 절대 떼먹지 않잖아요 절대 떼먹지 않는 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수명이 30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30년간 안정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망하지 않잖아

요 망할 이유가 없지 뭐 전기수요 계속 있는 거고.

K 여기서 충남 당진 생산된 전기 대부분 수도권으로 보내지니까 결국. 경기도에도 발전소가 있거

든요 근데 경기도에는 발전소가 들어서기는 들어서는데 LNG 복합화력 발전소가 들어서요. 석탄

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안 지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쪽은 석탄화력 추가로 못 해요.

⑦ 환경과 건강은 모두 인권이다 – 전기 생산 지역의 주민과 산업체 및 타지역의 수혜 집단 

간 불평등, 차별 인식

참여자는 환경과 건강 모두 인권이라고 주장함. 발전소로 인한 환경문제의 피해와 건강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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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생산 지역의 가난한 주민이 당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산된 전기사용의 혜택은 산업체나 

수도권 주민이 누리고 있는 상황 때문임. 앞서 예시에서도 나타났듯이, 비교적 낙후된 당진 지

역은 산업체와 수도권의 전기수요를 용이하게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에너지 

생산과 소비와 관련하여 지역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 결과로 지역의 환경오염, 이로 인한 주민의 건강문제는 오롯이 당진 주민들이 받고 있음.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건강에 취약한 집단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참여자는 역설함. 참

여자는 이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함. 

K 이렇게 된 게 결국은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도

권 같은 경우는 대기환경 그런 대기오염 총량제 이런 게 실시되고 규제가 강화되니까 그쪽에 있

던 업체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가 주요 산업이 중화학공

업이에요 중장대형 산업들, 기간산업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

러다보니까 그로 인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로 수도권에 전기도 공급하고 

전기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것도 공급하느라 여기 지역 하천이 다 

오염되고 있어요. 대신에 수도권에서 받는 건 뭐냐면 받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도 있어요. 폐기물, 폐수 이런 것 받아요. 처리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쪽에 있

는 지역주민들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가지구선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K (건강을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 당연한 것 같아요. 주로 보면 가난한 지역이 환경도 

나쁘고 건강도 안 좋더라고요. 가난한 지역 가난한 마을 이런 데가요. 그만큼 인권이 제대로 보

장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지원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주로 노인들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이 피해를 있거든요 근데 혜택은 기득권층들이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

는 똑같이 발전소로 똑같이 호흡을 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도 자주 가고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충분히 쉬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 그런 악화된 

대기오염을 호흡하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고된 일을 더 많이 하고요 제대로 쉬지도 못

하고 제대로 좋은 영양분을 섭취도 못하고 병원에도 자주 가지 못하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다 

일찍 병들고 죽어가고 그러거든요. 저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해요.

⑧ 자본의 이익추구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차별, 취약집단 피해는 민주주의의 문제

참여자는 2017년 충남 환경회의 슬로건 ‘환경은 민주주의다’를 언급하면서 환경과 건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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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주의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음. 앞서 언급되었듯

이,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집단 간에 지역차별이 발생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는 지역

의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감. 이러한 자본의 지배와 이로 인한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구조는 민

주주의의 부진이라고 지적하였음.

K 결국은 기업, 이런 어떤 자본이 좀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값싼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고 과소비가 일어나고 전력수요가 많다고 해서 또 발전소 짓게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

거든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달되지 못한 거거든요. 충분히 민주화가 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제대로만 됐다면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을 차별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

면 일부 산업계,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심각한 잘못된 구

조가 계속 발생하는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직도 요원한 거 같아요.

⑨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성장 억제 필요

앞서 예시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당진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과 이에 

따른 주민의 건강과 삶의 피해, 지역사회 경제 및 공동체 문제 등이 다양한 경로로 나타나고 

있었음. 참여자는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성장에 제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회사 중에서 ‘당진에코파워’는 공기업의 지분이 일정 정도가 

되고 탈석탄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방침으로, 석탄화력으로 인한 성장에 규제를 받고 있는 상

황임.  

K 당진에코파워의 대주주는 어디냐면 SK 가스가 대주주에요 그래서 발전소를 건설하고 싶은데 문

재인 정권의 탈석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LNG로 인제 전환해

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으려면 LNG 발전소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제 그걸 무시

하고 가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34%의 지분을 동서발전이 갖고 있는데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15%는 산업은행이 또 지분이 있거든요. 산업은행도 일종의 국가 

지분이 있잖아요 정부지분이. 그러니까 그것도 함부로 못하니까 이들처럼 안 돼 하고 막 석탄으

로 할래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배경 중의 하나는 

정권이 바뀌면서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동서발전이라든가 산업은행 쪽에서 이제 더 

이상 SK가스를 일방적으로 석탄화력을 건설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여자는 특히 전기와 같은 매우 중요한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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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할 것을 주장함. 이와 함께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에 노동자들도 포함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성과 역할도 요구함. 

K 에너지 전기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공공재잖아요 다른 것과 다르게 끊기면 아무 것도 안 되

는 불가능한 이런 다른 무엇과도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민간에게 

맡기는 게 맞냐 이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죠.

K 특히 공기업이 사회적 책무라든가 역할을 정확하게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

어요 저는 노동계도 노동운동도 좀 더 그런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

이 했어요. 당장 우리 회사가 발전소를 하나 더 우리 공장을 몇 개 더 지어서 노동자들이 더 늘

어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공공성. 공공성이라면 공공성에도 노동

자들도 좀더 역할을 더 해야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⑩ 대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참여자는, 지역사회 환경과 주민의 건강과 관련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함. 아직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나 기술수준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그 중간 단계로서 LNG발전이 

대신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K 석탄이나 석유나 LNG나 마찬가지고 원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랴늄이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

니잖아요. 언젠가 고갈되는 건데 결국은.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재생에너지로 갈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다만 재생에너지가 아직은 기술적인 수

준이 기술적인 발전 수준이라든가 경제성이 현재의 원전이나 석탄 화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

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도록 해야겠고 그 중간 

단계로서 징검다리? 가교? 그런 역할들을 LNG가 맡아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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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활동가 백승우 님의 이야기

l 배경 

․성남시는 개발독재 시기부터 서울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던 곳으로 주거 인

프라가 매우 취약했음. 1971년에는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광주대단지’ 사건 발발. 이에 

대한 수습책으로 1973년 ‘시’로 승격했으며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계속 팽창함. 1990년대 분

당 신도시, 2000년대 이후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어 현재 인구 1백만에 이를 만큼 대표적인 

신도시로 자리 잡았음. 

․하지만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격차는 상당히 큼.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들은 모두 신도시에 위치하고, 구도심에 있던 민

간병원들이 폐업하면서 중증질환과 응급의료에 공백이 초래됨. 기존 민간 병원의 폐업을 철

회시키기 위해 모였던 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은 폐업철회 요구를 넘어 공공병원 설립 추

진에 나섬.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2003~2006년 동안 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이 참여하여 ‘성남시립병원설립 

운동본부’ 결성하고, 주민발의로 시립병원 설립 조례 제정. 2013년 성남시의료원 기공식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강제위탁 조례가 역시 시민의 힘으로 개정됨. 

2015년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봉부’에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으로 전환함.

․성남시립병원은 원래 2018년 개월 예정이었으나 현재 건설사 부도 때문에 공사 잠정 중단

된 상태임. 지역 경제와 시 재정,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지역 의료 공급에 심각한 우려

를 낳고 있음.

l 키워드: 의료자원 접근성에서의 지리적 불평등,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중요성, 중앙정부의 

역할 

l 포인트

① 지역 간 불평등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박탈감’ 존재함. 분당서울대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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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멀기도 하고 많은 돈이 드는 것이 부담스럽고, 민간병원들은 낙후되어 시민들이 꺼려

함.

K 분당과 본시가지와의 건강격차라든가 생활의 삶의 질의 격차는 워낙 심하니까 시민들이 갖는 이 

박탈감이라는 것이 되게 크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아프면 서울대 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잘 가야 야탑역에 있는 차병원 정도인데 차병원은 종합병원이긴 하지만 

시민들은 굉장히 인식이안 좋은 게 있죠. 그래서 시민들이 갖는 이미지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근거리, 그 다음에 아파도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아도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

하는데 사실 서울대 병원에 가면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거고 그래

서 의료적인 박탈감이 크지요. (중략) 중앙병원이 있는데 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은 못하죠. 저 남

한산성 가는 쪽에 금강동에 중앙병원 있어요. 그런데 워낙 오래되고 낙후되어 가지고 사실 시민

들이 정말 갈 데 없으면 가야 되는 그런 병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② 공공병원에 대한 요구

시민적 통제가 어렵고 질과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은 민간병원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의존하

는 것에 대한 불안 있음. 안정되고 적정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요구 존재.

K 폐업을 철회하라고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병원을 회

복할 수 있다는 거냐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거죠.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논

의 끝에 아 그러면 시민이 병원을 만들자! 이렇게 언제든지 망하지 않고 시민의 건강권도 담보

가 되면서 성남에 구시가지에 의료 공백도 해결하는 그런 병원을 만들자고 합의가 되면서 성남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지요.

③ 시민들의 의사가 제도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2002년 시립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시장 당선되었지만, 공약을 이행하지 않음. 2004년

에 1차 주민발의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되고, 2차 주민발의에서 98만 명 시민들 중 15만 명이 

서명함. 시립병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은 확인했지만 역시 시의회에서 부결됨. 이 때 민

심이 크게 동요했고, 2006년 지자체 선거 당시 시민사회가 낙선운동을 진행함. 이러한 상황에

서 시의원들이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한 의원발의를 통해 통과시킴. 또한 국회의원들도 공약으

로만 제시할 뿐 실제 시립병원 설립과정에 미온적으로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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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차로 18,700명 주민발의서명을 받아서. 원래 법적발의요건은 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넘어선 거

죠. 그래서 청구권자도 한 3천 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18,700명 정도 주민발의해서 1차로 

의회에 제출한 거죠. 그런데 1차는 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그럼 끝까지 가자해서 

2차 발의를 했죠. 그래서 다시 재발의를 했어요.. (중략) 주민들의 서명이 한 15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구가 98만 이었으니까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시립병원을 원한다고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2차 의원발의 때 시민들과 시의원들과 성남시와 이렇게 3개의 기구라 그럴까?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의회 때 부결이 또 2차로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분노한 시민

들이 의회 장에 난입, 들어가서 어떤 분들은 신발도 던지고 심지어는 분노한 ## 기자는 본인이 

열 받아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책상을 발로 칠 정도로 분노를 많이 했었거든요 기자들도...

K 전체적으로 중앙 차원에서 국비와 시도비를 같이 해서 형태는 꼭 시립병원이 아니더라도 공공성

을 띌 수 있는 이런 병원을 만드는 그런 협의를 했었는데 선거 때만 되면 하겠다고 했다가, 선거 

때가 지나면 저기 하고. 국회의원 당시 @@ 국회의원 있었는데 민주당, 수정구도 그렇고, 그래

서 중앙차원으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인식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의료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굳이 필요하냐하는, 시민건강권이라고 하는 게 굳이 필요하냐... (중략)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하고 선거 때만 되면 하겠다고 하고 발표하고 선거 끝나면 안하고 

이게 되풀이 되는... 

④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견제가 필요

시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시립병원이지만, 이사회 정관에 시민참여위원회 규정을 넣는 것도 

쉽지 않았고, 시민들이 과정을 감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음. 심지어 추진위원

회에 시민사회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이사진에 시민단체 대표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현재 3차 공사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적 감시의 중요성, 시민의 힘

으로 공공병원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게 됨. 꾸준한 참여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여적 거버넌스 구조가 절실함. 

K 감시 기능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감시와 비판을 끊임없이 하지, 해내지 

않으면 관료화 되는 측면들이 너무나 많은 거구나. 그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K 성남시의료원 이사회 정관에 시민참여 부분은 정관으로 넣었는데도 임의로 넣을 정도였어요. 그

래서 제가 가서 대판 많이 싸우고 시장하고도 싸우고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 대표님, ## 본

부장님 그분들은 말만 하면 믿는 관계인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임의로 

넣자고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엄청 싸우면서 임의기구가 아

니라 정식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 규정을 만드는 것도 1년 넘게 걸렸어요. 저희

가 추천해서 오신 여기 $$ 원장님도 시민참여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올해 5월 달에 그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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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단이 되고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서포터즈 모집이라

던가 시민참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기와 때를 많이 

놓치는 오류를 범한 거죠... 

K 유일한 대안은 저희는 시민서포터즈, 시민 봉사단, 시민 재정위원회, 시민옴부즈만 등등 시민 조

직을 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공공병원을 하네 마네 이런 

거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어려움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 방 

안을 강구하는 거는 그래서 요새 이제 시민서포터즈 계속 모집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K 시민이 하나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이 병원 운영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아마 이제 일반적인 대

학병원이나 다른 지방의료원처럼 노조와 병원 운영진, 그 다음에 이사회, 시, 이런 관계 속에서 

시민들이 소외되거나 무시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게 저희 판단이에요. 그래

서 이 공공병원이 개원하기 전에 반드시 시민이 참여하는 조직.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다양한 조직

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시민이 어떤 운영에 대한 참여까지도 보장받는. 보통 지방의료원

이나 공공병원을 보면 노조도 운영위에 한 축으로 참여하잖아요. 노조가 참여하는 것처럼 시민

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구성을 해야 된다.

⑤ 국가의 책무성

그나마 성남시는 재정구조가 나은 편이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시립병원 같은 공공의료·공

공서비스 제공을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상황임. 성남시립병원도 매년 70억 정도 재정적자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만 함 

K 저는 시민이든 국민이든 건강권에 대한 거는 국가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

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누구나 아프면 삶이 파탄이 되는 게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K 성남이 재정 기반이라든지 영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조건이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몇 군데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은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결합을 받는. 

이거 자체를 형성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K 성남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료공공성을 하다 보면 재정적자가 제가 볼 때는 이 병원이 506 병

상인데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들을 하게 되면, 적정진료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의료

와 관련된 정책들을 피다 보면 아무리 못해도 70억 정도에 재정적자가 발생할 거고, 매년. 그러

면 이게 누적이 돼 버렸을 경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공공의

료 영역들이 확대되면 더 적자가 발생하는 거고 그럴 경우에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

지만 그와 더불어서 어쨌든 공공성을 담보하는 부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일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일정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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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권 개헌에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

1) 대중의 인권관과 세계인권선언의 일반론적 인권관은 조응한다4)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인권과 세계인권선언 서두에서 규정하는 일반론적 인권은 정확히 조응

한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은 생존, 생계, 전쟁 없는 세상, 일신상의 안전, 자기 인생을 스스로 

꾸릴 능력,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기 등을 제일 중요한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세계

인권선언 제1조(자유, 존엄, 평등, 형제애), 제2조(차별금지), 제3조(생명·자유·안전에 대한 권

리)에 나오는 총론적 개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5) 

전문적 인권 담론들은 대중의 인권관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중의 인권관은 추

상적이고 선언적인 원칙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적 인권 담론들은 총

론이 아닌 각론으로서의 개별 권리를 더 중요하게 다룬다. 

개별 권리들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인권 원칙이 특정한 역사 경험 속에서 구체적 형태로 나

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 권리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중요성이나 형태가 달

라질 수 있고 지금도 변천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인권 원칙은 개별 권리들의 

총합으로 환원될 수 없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추론하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원칙으로서의 인권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2) 일반 시민의 강점은 도덕적 추론 능력과 건강권에 대한 통합적·포
괄적 관점이다6)

4) 이 부분은 조효제(2017)의 『인권의 지평 - 새로운 인권 이론을 위한 밑그림』(후마니타스) 7-8쪽의 내
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5)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효제 번역).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
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
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
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2. 나아가 개인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제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하는 어떤 차별
도 받지 않는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6) 이 부분은 손정인(2017)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 분석』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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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건강권에 관한 서울시민회의’를 통해 일반 시민의 도덕적 추론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여기에 참여한 13명의 일반 시민들은 건강권의 법적 근거(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

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 등)를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건강 가치나 개념, 

건강권 해석 등을 기반으로 건강권 내용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 시민들은 철학적·윤리적 논증

을 통해 의무내역을 도출하였으며, 특정되지 않고 모호하긴 하지만 건강권 벤치마크(기준)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수준까지 논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2013 건강권에 관한 서울시민회의’의 참여 시민들은 기존 국내 학술 문헌에 비해 건강

권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건강권을 건강의 달성 수단 

측면보다는 건강권 보유자의 삶과 임파워먼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것은 전문

적·기술적·분과적 관점을 보인 국내 학술 문헌과 대비되는 일반 시민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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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관점

헌법이란 그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는 기본적 가치에 입각하여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

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조직과 행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한 나라의 최고규범

이다.7) 현행 대한민국헌법(1987년 헌법)의 구성과 체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헌법 개정과 관

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은 현재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규정되

어 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제10조에서 제37조까지 포함한다.8) 기본권

의 분류9)에 따라 기본권의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10) 

7) 출처: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교육센터 <헌법 읽기> 강좌 4강 “노동헌법, 공공성, 사회
적 기본권”. 2017년 9월 19일.

8)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9) 기본권의 분류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분류 자체 보다는 기본권의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10)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조현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교육센터<헌법 읽기> 강좌 2강 “헌법의 연혁, 헌법 체계와 

헌법의 기본원리”, 2017년 9월 12일.

참고 1)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2) 조현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교육센터<헌법 읽기> 강좌 2강 “헌법의 연혁, 헌법 체계와 

헌법의 기본원리”, 2017년 9월 12일.

그림 1. 현행 대한민국헌법(1987년 헌법)의 구성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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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본권보장의 이념과 포괄적 기본권: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

침의 기본권 인권 확인과 보장)

l 평등권: 제11조(법 앞에서의 평등, 성별·종교·사회적신분에 따른 차별금지)

l 자유권적 기본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소급입법, 연좌제 금지 등), 제14조(거주·이

전의 자유), 제16조(주거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비밀), 제

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학문·예술의 자유) 

l 경제적 기본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재산권)

l 정치적 기본권: 제24조(선거권), 제25조(공무담임권) 

l 청구권적 기본권: 제26조(청원권),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제28조(국가보상청구권), 제

29조(국가배상청구권), 제30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l 사회권적 기본권: 제31조(교육권), 제32조(근로권), 제33조(근로3권), 제34조(인간다운 생

활권), 제35조(환경권), 제36조(보건권)

l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제37조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함)

l 기본권 제한: 제37조2항(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

률로써 제한 가능, 제한 시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능)

한국에서는 1948년 제헌 헌법 이래 지금까지 총 아홉 차례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표 1). 과

거의 헌법개정은 그 절차상 군사쿠데타 등의 비정상적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11) 

군사쿠데타가 연관된 196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이었지만 기본권보장의 이념인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추가되기도 했다.12) 또한 1972년 유신 헌법과 같이 기본권 

보장이 후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행 1987년 헌법에서는 그 이전에 비해 기본권 조항들이 

진전된 측면이 있다.13)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조건에 따

라 진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동시에 기본권의 진전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평가할 필요가 있다.

11) 정재황. 헌법개정과기본권. 저스티스. 2013;134-2:150-199.
12) 조연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교육센터 <헌법 읽기> 강좌 3강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2017년 9월 19일.
13) 정재황. 헌법개정과기본권. 저스티스. 2013;134-2:15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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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 내용 기본권 관련 역사적 사건

제정 1948.7.17. 대한민국 제헌 헌법

1차 1952.7.7. 직선제, 양원제 발췌 개헌

2차 1954.11.29. 초대 대통령 중임 가능,

국민 투표제 도입

사사오입 개헌

3차 1960.6.15. 의원 내각제 보장 확대: 기본권의 본질적 내

용 침해 금지,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사전허가·검열 금지 등

4·19 혁명

4차 1960.11.29. 반민주 행위 처벌

5차 1962.12.26. 대통령 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폐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

간다운 생활권 등 추가

5·16 군사정변

6차 1969.10.21. 대통령 3선 금지 폐지 3선 개헌

7차 1972.12.27. 유신 헌법 보장 크게 약화: 기본권의 본질

적 내용 침해 금지 삭제 등

10월 유신

8차 1980.10.27. 대통령 간접 선거

(7년 단임제)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등 추가

10·26 사건,

12·12 군사반란

9차 1987.10.29. 현행 헌법 적법절차의 원칙 추가,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강화 등

6월 민주화 항쟁

참고 1)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참고 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57060
참고 3) 조현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교육센터<헌법 읽기> 강좌 2강 “헌법의 연혁, 헌법 체계와 

헌법의 기본원리”, 2017년 9월 12일.
참고 4) 조연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교육센터 <헌법 읽기> 강좌 3강 “기본권: 자유권, 평등

권”. 2017년 9월 19일.

표 1. 대한민국헌법의 연혁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인권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은 상당히 겹치지만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인권

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이다.14) 그리고 다음 그림 2와 같이 헌법은 인권 

달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의 한 부분이라는 점이다.15) 

14) 김용훈. 인권 보장 체제의 특징– 인권 보장 체제의 보충적 역할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1:131-170.
15) 손정인. 헌법 개정과 건강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전공 수요세미나 발표자료. 2017년 

11월 8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57060


3.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관점

- 71 -

그림 2. 인권 보장 체제 

하지만, 인권의 달성을 같이 법적, 제도적 차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권을 

달성한다는 말에는 네 가지 차원의 긍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16) 첫째 권리의 요구 자격

(entitlement) 차원에서 인권의 달성이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적, 계약상의 근거가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인권의 향유(enjoyment) 차원에서 인권의 

달성이란 권리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즐기고 누린다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 인간의 자력화

(empowerment) 차원에서 인권의 달성이란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발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넷째, 인간의 포용(embracement) 차원에서 인권의 달성이란 구성

원들이 저마다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상호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형식적 인정 보

다 사회심리적 차원의 ‘받아들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여기서 인권의 달성과 관련하여 잭 도널리(Jack Donnelly)의 주장인 ‘권리 보유의 역설’을 소

개할 필요가 있다.17) 권리의 보유와 권리의 요구는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권리를 이미 누리

고 있다면 권리 주장이 나타나지 않지만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권리가 반드시 필

요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권리의 궁극적 목적은 권리를 없애는 것이다. 즉 인권은 자기 

16) 이 단락의 내용은 다음의 책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조효제. 인권의 지평. 서울: 후마니타스. 2016. pp. 
41-50.

17) 이 단락의 내용은 다음의 책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조효제. 인권의 지평. 서울: 후마니타스. 2016.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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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상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헌법 개정’을 인권 달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고

자 한다. 즉, 인권 달성에는 헌법 개정과 같은 국내 입법도 중요하지만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

회의 역할 및 국제인권체계, 더 나아가 법과 제도를 넘어선 구조(빈곤, 불평등, 기후변화의 해

결), 이데올로기(인권 친화적), 국제 정치(정의, 평화), 사회심리(타인 공감), 국가(인권에 호의

적), 민주주의(심화)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 개정’을 대수롭지 않

게 보거나 사소하게 생각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18) ‘헌법 개정’은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핵

심은, 인권 달성이라는 보다 큰 풍경 속에서 이번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바라보겠

다는 것이다.

18) 조효제. 인권의 지평. 서울: 후마니타스. 2016. pp. 37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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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의 중요성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일하는 노동자들

에게도, 그리고 노년을 즐겨야할 어르신들에게도 모두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건강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건강의 

가치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지켜야 할 것”, “한 사회가 유지되고 공존하기 위한 대전제”, “삶

의 최상의 가치”, “인간다운 생활의 필수요소”, “생존의 전제”, “인간 존엄의 기본요건”, “다른 

인권의 행사에 필수불가결”, “노동권의 전제”, “다른 자유의 행사를 위한 기초”, “행복 그 자

체”, “은혜가 아닌 정의”, “개인 잠재력의 필수 요소”, “노동과 밀접불가분 관계”, “사회 구성

원의 역할 수행에 필수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19)

전술한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는 살펴보면, 건강의 의의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0) 개인적 차원에서 건강은 정상적인 기능(functioning)을 보장할 수 있고 

직책과 직위에 대한 개인의 기회와 관련되며, 건강 그 자체가 삶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동시

에 개인이 가치 있다고 판단한 삶을 선택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자유와 연관된다는 주장이 있다. 

19) 손정인.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 319.
20) 이 단락의 내용은 다음의 책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김창엽, 이태진, 김명희, 손정인. 한국의 건강 불평

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pp. 24-30.

그림 출처(상단 왼쪽 그림부터 반시계 방향 순): http://bit.ly/2zY1ogl, http://bit.ly/2A2TC2t, http://bit.ly/2zeCfuz, 
http://bit.ly/2A0mrPh, http://bit.ly/2AnQSQy.

http://bit.ly/2zY1ogl
http://bit.ly/2zeCfuz
http://bit.ly/2AnQS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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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원에서 건강은 노동생산성, 노동력 공급, 교육, 저축과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논리와 이러한 논리가 자본주의 사회의 일부 계급에만 의미를 갖는다

는 전혀 다른 주장이 있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의 가치는 다른 사회적 가치나 목표와 

경쟁하거나 갈등하는 관계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건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은 철학적인 차원

을 넘어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부여해야 하는지, 혹

은 얼마나 많은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과 직접 관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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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과 인권의 불가분성·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

건강은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건강은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주요한 건강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보건의료’는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 가운데 하나

이다. 

l 주요 건강 결정요인21)

① 구조적 환경: 사회, 경제, 문화, 환경

② 물질적, 사회적 조건: 노동, 주거, 교육, 보건의료, 농업 등에 의해 결정

③ 사회적 및 지역사회 관계망: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

④ 개인 생활양식: 식습관, 흡연, 음주 등

⑤ 고정 요인: 연령, 성, 유전 등

21) Dahlgren G, Whitehead M.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equity in health. Stockholm: 
Institute for future studies. 1991. p. 11.

출처: Dahlgren and Whitehead 1991.

그림 3. 주요 건강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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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강 결정요인 가운데 연령, 성, 유전과 같은 요인은 정치나 정책을 통해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범주에 속하는 건강 결정요인은 사회적, 개인적 의사결정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건강 결정요인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이라 

부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란 사람의 출생, 성장, 노동, 

생활, 노화의 조건 그리고 일상생활의 조건을 형성하는 힘과 체계의 광범위한 묶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힘과 체계에는 경제 정책과 체계, 개발 의제, 사회규범, 사회정책, 정치체계가 포함

된다.22)

세계보건기구와 같이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찾는 노력과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찾는 노력으로 나눌 수 있다.23)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

인이란 빈곤층의 낮은 건강수준, 일국 내 건강의 사회적 격차, 국가 간의 건강 불평등 등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의미하고 돈, 권력, 자원의 불평등한 분포가 이러한 요인에 해당한다. 권력

과 소득, 자원의 불평등한 분포는 의료, 학교, 교육 등에 대한 접근과 노동, 여가, 가정, 거주지

역의 조건에 불공정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보다 미시적 차원의 건강의 사회적 결

정요인이란 질병과 사망,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사회구조가 이러

한 요인에 해당한다. 사회구조는 물질적 요인, 사회환경, 노동환경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서 영향을 미친다. 물질적 요인은 직접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환경과 노동 환경은 개인의 

행태와 심리적 요인을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전술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은 인권 분야에서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원

칙(the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y, and interrelatedness of human rights)과 연결 된다.24) 

유엔에 따르면 인권의 불가분성은 “인권은 분리할 수 없고 모든 권리는 동등하며 위계적 질서

에 의해 순위와 우선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은 

“하나의 권리 실현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다른 권리의 실현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25)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건강권이 식량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인간 존엄, 

생명권, 차별금지, 평등성, 고문금지, 프라이버시권, 정보접근권, 결사·집회·이동의 자유를 포함

한 국제인권장전의 여타 인권 실현과 밀접히 연관되고 의존한다고 하였다.26) 국내 학술 논문

22) 출처: WHO |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http://www.who.int/social_determinants/en.
23) 이 단락의 내용은 다음의 책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김창엽, 이태진, 김명희, 손정인. 한국의 건강 불평

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pp. 20-21.
24) 손정인, 김창엽.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 건강권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016;43:139-174.
25)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United Nations, 2006.
26)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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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 결과, 건강권은 인간 존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고 이어서 생명권, 행복추구

권, 환경권, 노동권, 인간다운 생활권 등의 순으로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27) 이러한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원칙 

자체를 항상 유념하면서 구체적 상황을 관찰, 진단,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원칙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다른 

부분을 언급하고자 한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서는 결정요인과 건강 사이의 ‘기능적’ 관

계(예로, 차별 금지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만 관심을 두지만,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

존성, 상호연관성 원칙에서는 다른 인권과 건강권 사이의 ‘개념적’ 혹은 ‘규범적’ 관계에도 관

심을 둔다는 점이다.28) 따라서 건강권 렌즈로 바라보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예로, 자기결정권,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관심을 두고 배려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icle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0/4, 11 August 2000.

27) 손정인,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 268.
28) 손정인,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 26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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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에 대한 사회 통념과 건강을 인권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

한국 사회에서는 건강을 인권이나 권리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체력은 국

력’과 같은 국가주의 관점이나 MRI, 의약품, 로봇수술, 유전자가위와 같이 생의학과 과학기술

의 관점, 혹은 건강기능식품, 운동과 같은 웰빙 관점, 혹은 의료 재정, 효율성과 같은 공리주의

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을 인권이나 권리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건강

을 추구하는 다른 관점과 달리 인권적 관점은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29) 권리 개념

은 고유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온다. 인권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 받을 권리에

서 파생된다. 따라서 개별 권리의 총합이 곧 인간 존엄성인 것은 아니다. 인권을 추구하는 것

은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고 누리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인간 존엄성이란 무엇인

가? 크리스티안 어크(Christian Erk)에 따르면 인권의 근거가 되는 인간 존엄성이란 여타 창조

물과 구분되는 사람(person)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갖는 존엄성이다. 따라서 질병, 성별, 연령, 

의식 존재 여부 등과 무관하다. 헌법학자들은 인간 존엄성을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윤리적 가

치, 인간으로서의 자주적인 인격과 가치, 인격성 내지 인격주체성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인격권이라고 해석한다. 사전적 의미로 ‘인격’이란 사람의 됨됨이, 한 개

29) 이 단락은 주로 손정인(2017)의 박사학위논문을 발췌하여 정리하였고 일부 내용은 허영(2016), 다음 
사전을 참고했다. (1) 손정인.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 
14-18. (2) 허 영. 한국헌법론(전정12판). 박영사. 2016. p. 337. (3) 다음 사전 http://di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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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자신을 지속적이며 통합적인 자아로 의식하는 작용, 도덕적 판단 능력을 지닌 자율적 의

지의 주체를 의미한다. 조효제에 따르면 인간 존엄성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개념으로서, 원칙

상 규범적이고 절대적이지만 실천적으로 고정되지 않아서 민주적 논의를 통해 개척되고 재구

성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결국, 건강에서 ‘권리’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집합적 선 보다 모든 

개별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게 된다.

둘째, 건강을 추구하는 다른 관점과 달리 인권적 관점은 권력 관계의 재조정에 관심을 두기 때

문이다.30) “인권은 궁극적으로 권력의 문제이다.” 따라서 건강권은 생리학적 질환의 극복과 

억제를 넘어 질병의 생성과 분포, 그리고 질병의 사회적 상태를 규정하는 권력 구조와 그 권력

의 사회적 관계, 조합, 배열을 인식하는 데 주목하게 된다. 권력 관계는 국가적 차원과 주체를 

중심으로 한 자력화(empowerment)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자력화 측면에서 건강권의 초점은 

보건의료에서 건강 상태의 통제(control)로 이동하고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질병의 피해자, 

보건의료의 수혜자에서 자신의 건강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자로 변하게 된다. 

셋째, 건강을 추구하는 다른 관점과 달리 인권적 관점은 의무와 책무성(accountability) 기제를 

강조하기 때문이다.31) 책무성이란 정부가 건강권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지를 보여

주고 설명, 확인시키는 과정이며, 시정해야 할 것을 설명, 제시해야 하는 법적 강제를 포함한

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국제인권조약 비준국에 대한 조약 이행과 

준수 심의, 특정 주제나 특정 국가를 담당하는 특별절차를 포함하는 유엔 인권메카니즘이 존

재한다(그림 2).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풀뿌

리 조직에 의해 정부의 책무성을 요구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건강을 추구하는 여타 관점과 달리 건강을 인권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이유는 인간 

존엄성, 권력 관계의 재조정, 의무와 책무성 기제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주의

나 건강 형평성과 같은 여타의 관점과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상승 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상호배타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30) 이 단락의 내용은 다음 문헌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손정인.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 분석.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 18-19.

31) 이 단락의 내용은 다음 문헌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손정인.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 분석.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7.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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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권에 대한 비판 주장 검토32)

여기서는 건강권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반론을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결론부터 밝히면, 존 토빈(John Tobin)이 말했던 “불완전하지만 괜

찮은 정당화”(an imperfect but good justification)처럼 건강권은 불완전하지만 꽤 괜찮게 방어

된다.33)

1) 실현가능성의 문제

모든 사람의 좋은 건강을 보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건강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

다. 우선, 이러한 비판 주장은 권리의 필수조건으로 실현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

면 평등권, 양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주거권 등도 권리의 자격을 획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

현가능성으로 건강권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비판 주장은 건강권이 ‘건

강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강을 위해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 비용의 문제

건강권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들을 보장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것은 빈곤한 국가뿐만 아니라 부유한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인데, 여기에도 몇 가지 반론

이 가능하다. 첫째, 드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권리로서 불가능하다면 ‘신체의 자유’,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선거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권리로서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 사법, 군대 등에 투여해야 할 자원은 엄청나기 때문이

다. 둘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조치들, 예로 예방적 조치, 모유수유 촉진, 담배 소비 억제 등

과 같은 조치가 존재한다는 반론이다. 셋째, 헌법상 기본권으로 의료를 규정하는 것이 규정하

지 않는 것 보다 더 많은 비용 지출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다. 다음 그림 4와 같이 

헌법에 의료권이 규정된 핀란드와 그렇지 않은 미국의 보건의료 지출 비용을 비교하면 미국의 

32) 이 장의 내용은 다음 문헌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손정인.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 6-14.

33) Tobin J. The right to health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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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출이 더 많았다. 게다가 비용 지출이 많은 미국 보다 비용 지출이 적은 핀란드의 국민 

건강이 더 좋게 나타났다.

3) 개념의 모호성

건강권은 속기용 표현으로 세계보건기구 헌장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권 조약의 건강 관련 

조항을 말한다. 그럼에도 건강권은 개념적으로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몇 

가지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민주주의와 같은 다른 규범적 개념들도 대부분 의미가 모호하지

만, 그 개념이 공허한 것은 아니다. 둘째, 건강권은 국제법과 일국의 헌법에 공표된다고 해도 

간결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보통 그 의미가 자명하지 않고 그 범위와 의미가 서서히 명확

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학문적 분석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건들 속

에서 해석과 적용을 통해 발전하게 된다. 일례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1995년 판례를 통해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

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

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건강권은 전술한 인간 존엄성 개념처럼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지만 실천적으로 고정되지 않아서 

민주적 논의를 통해 개척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개념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지출> <건강 수준>

데이터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7, http://www.oecd.org/health/health-data.htm.

그림 4. 핀란드(의료권 인정)와 미국(의료권 불인정) 의 보건의료 지출과 건강 수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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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적 의존으로 인한 민주주의 약화와 자원배분 왜곡

개인적 권리의 확장은 합의 중심의 정치 제도 보다 법원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속화하여 민주

주의 제도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또한 권리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유리한 자

원 배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의 실제 사례는 브라질에서 나타났

다. 건강권과 생명권에 따른 치료 접근성 관련하여 수만 건이 법원으로 갔고 그 혜택은 주로 

중간계급이 획득하였다.

인권은 법률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공적 토론, 사회적 감시, 조사 보고 등의 원천이기도 하다. 

게다가 법률은 정치적 요소가 배제된 확고부동한 규범이기보다 재량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채택과 비준 과정, 판례 해석 방식 등 법률의 전체 단계에서 정치적 협상·해석·타

협의 요소가 개입된다. 또한 건강권과 같은 적극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가 정치를 대

체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 시민사회 내부의 여러 집단 간의 소통을 촉진하

는 등의 정치 과정을 활성화하는 촉진제로 기능할 수 있다. 실제로 건강권에 의거한 보건 개혁

이나 필수의약품 접근권 소송에서 시민사회, 여론 등이 성공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브라

질과 같은 왜곡된 자원 배분의 경우 개인의 인권(건강권)이 공동체주의적 패러다임 속에 위치

해있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보다 오히려 조건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

고 보기도 한다. 또한 선진국과 중간 소득 국가에서는 왜곡된 자원 배분이 일부 나타나겠지만 

빈곤한 국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반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건강권의 사법적 접근방식이 낳게 되는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심화가 인권 달성의 근본 조건 중 하나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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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례: 브라질의 건강권의 사법화 현상34)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건강에 대한 권리, 이 중에서도 

특히 의약품 접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논의와 운동이 진행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WTO 체제의 도입과 의약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강화된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HIV/AIDS 의약품을 비롯한 필수 의약품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겼었던 인도, 남아프리카공

화국, 콜럼비아, 남아공 등에서 성공적인 사법적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확장되었다. 이후 인권 

해석과 보호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 강화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추세이

며, 법학자들은 이를 진보적 신헌정주의(progressive neo-constitutionalism)의 흐름 아래에서 

발생하는 건강권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health right), 또는 의약품 접근의 사법화

(judicialization of medical access)로 개념화한다(Rodríguez-Garavito, 2010; Vargas-Peláez, 

Rover et al. 2014).
 건강권 사법화는 흔히 건강할 권리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체계의 자원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사법부의 결정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건강권 

사법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구에서는 이를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부가 시민의 필요를 충

족시키는 데에 실패하였을 때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마지막 남은 통로로 헌법적 

권리에 의거하여 사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해석하기도 한다(Ventura et 

al. 2010). HIV/AIDS와 같이 명백한 공중보건문제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환자 단체와 국경없는 의사회 같은 의료 전문가 집단, 그리고 국제 

NGO들이  협력하여 사법적 판결을 이끌어 내고, 이를 근거로 정부를 압박하여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 실시 등을 관철하는 과정은 사법적 접근을 통해 집합적 권리를 실현시켜나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브라질과 콜럼비아에서 폭발

34) 이 부분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1) Biehl, J., et al. (2012). "Between the court and the clinic: 
lawsuits for medicines and the right to health in Brazil." 
HealthandHumanRights:aninternationaljournal14(1). (2) Barcellos, A. P. (2014). "Sanitation rights, 
public law litigation, and inequality: A case study from Brazil." (3) Ferraz, O. L. M. (2009). "The 
right to health in the courts of Brazil: Worsening health inequities?" Healthandhumanrights:33-45. 
(4) Ferraz, O. L. M. (2009). "The right to health in the courts of Brazil: Worsening health 
inequities?" Healthandhumanrights:33-45. (5) Rodríguez-Garavito C. Beyond the Courtroom: The 
Impact of Judicial Activism on Social and Economic Rights in Latin America. Tex L Rev 
2010;1081:1–37. doi:10.1525/sp.2007.54.1.23. (6) Vargas-Peláez, C. M., et al. (2014). "Right to 
health, essential medicines, and lawsuits for access to medicines–a scoping study." 
SocialScience&Medicine121: 48-55. (7) Sant'Ana JM, Pepe VL, Figueiredo TA, Osorio-de-Castro 
CG, Ventura M. Racionalidade terapêutica: elementos médico-sanitários nas demandas judiciais de 
medicamentos. Revista de Saúde Pública. 2011 Aug;45(4):7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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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한 건강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청구, 특히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사법적 권리 청구

는 건강권의 사법화의 우려스러운 활용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브라질에서 건

강권의 사법화 현상과 그로 인한 자원 왜곡 및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다.

 브라질은 1988년 시민 헌장에서 보건의료와 건강에 대한 권리를 헌법화하였으며, 이는 브라

질의 민중 운동과 오랜 기간 함께했던 위생 운동(sanitation movement)의 값진 성취였다. 극심

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두 개의 브라질”이라는 악명이 붙었던 브라질에서 많은 사람들은 

브라질 시민헌법의 변혁적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공적 공간으로 사법부에 기대를 걸고, 사법

적 기제를 활용하여 보다 평등하고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해 왔다. 다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브라질에서도 건강권 사법화의 시작은 HIV/AIDS 치료에 대한 요구

였다. 의회를 압박하여 통과시킨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이 의학적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진단

과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자 환자 단체와 시민 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 즉 “비용과 무관

하게 필요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해석에 의거하여 보건의료 자원배

분에 대한 사법적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행정부와 지방정부에 관철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후, 비용과 무관하게 필요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개인에게 귀속되는 헌법적 

권리로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의약품 접근을 보장받기 위한 사법 소송이 유행하게 

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연방제 국가인 브라질의 모든 법정에서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소

송이 빗발치게 되었다. 2009년 브라질 연방 고등 법원에서 건강권 관련 판례가 5,536건, 연방

대법원에서 806건이었으며 이 중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판례는 142건(17.6%)이었다. 이를 분

석한 연구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약 4,800만 레알화(2,400만 달러, 약 

273억 원), 연방 의료비 지출의 약 1%가 연방 사법 소원의 집행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Ferraz, 2009).

 주 수준에서 소송과 의료비 지출은 이보다도 더 큰 규모로 발생했다. 리우 데 자네이루 주

(州)의 경우 첫 번째 의약품 접근권 소송은 1991년 시작되었으며, 이는 급격히 증가해 2002년

에는 1,144판례, 2005년에는 2,245 판례로 늘어났다. 리우 그란 데 술 주에서 2002년 1,126건

이었던 의약품 접근권 소송은 2009년 한 해에만 17,025건으로 급증했다. 2007년 기준으로 브

라질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인 상파울루에서 약 35,000명의 청구인이 약 4억 레알화, 리오 

그란데 술과 미나스제라이스에서 각각 7,800만 레알화와 4,000만 레알화가 사법적 의약품 접

근권 집행을 위해 지출되었으며(Biehl, J. et al., 2012) 2008년 리오 그란데 술 주에서 사법부

가 급여를 명령한 의약품의 총액은 주정부 의약품 지출 금액의 22%에 달했다. 

 Biehl이 분석한 리오 그란데 술 주에서 건강권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건강권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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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 법원 판례의 70% 이상이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소송이었으며, 사법부는 높은 확률로(부

분 승소를 포함하였을 때 95%) 의약품 청구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권리 청구에 대

한 승인으로 사법 청구 소송에서의 승소가 이를 청구하지 않은 다른 유사한 환자들이 동일하

게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많은 경우 

이미 정부의 보건의료제도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등재 의약품(65%)을 청구하였으며, 그 

해에 청구된 254개 의약품 중 78%가 이미 이전에 청구 신청이 가결된 적이 있던 의약품이었

다. 청구인들은 지방 정부와 주 정부, 연방정부 어디에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이

를 위해 사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1988년 시민 헌법의 “자원이 없는 이들을 위

해 무상으로 사법적 보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소송

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연구자는 헌법적 건강권이 주로 보건의료 서비스, 그 중에서도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건강에 대한 권리를 협소하게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별적으로 사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특정 환자들이 개인 수준에서 사법적 제도를 활용하

게 됨으로써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브라질의 건강권 사법

화에서처럼 전반적 자원 제약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 권리로 건강권을 인정하는 것은 보편

적 보장을 희생하였을 때에만 지속 가능하며, 이런 법해석과 집행은 사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비록 사법적 소송을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

더라도 브라질에서 사법적 절차에 호소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 경제적으로 조건이 

양호한 이들이었다. 더 나아가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선심 쓰듯 일부 환자에게 법원을 찾

으라고 충고하며 처방전 써준다거나, 고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약회사가 환자 

단체를 지원하여(민간 변호사 비용 지원 등) 사법적 심사를 촉구하였던 것과 같은 사례까지 확

인되었다. 이는 건강권의 사법화가 기존의 권력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상술한 대로 입법 및 행정부의 권한을 압도하는 사법부의 결정은 시민

적 소통과 공론장에서 대화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으로 민주주

의를 축소, 약화시킨다(Ferraz, 2009). 

 브라질의 건강권 사법화가 온전히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2009년 브라

질 대법원은 건강권 관련 소송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오랫동안 갱신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사

법 청구를 야기했던 의약품 등재 목록 개선을 행정부에 요구하였으며, 보건부처는 이를 받아

들였다. 또, 의약품 접근권 외에도 인구집단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하수도 시설을 

구비할 정부의 책임을 청구한 소송들도 있었다. 2003년에서 2013년 사이 브라질에서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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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 등 공적 통제 하에 있는 건물(감옥, 공공시설, 학교 등)의 하수 집하 처리 시설 구비

에 대한 사법적 요청이 258건이었고, 이중 76% 건에서 원고 요청이 승인되고, 이는 완전하지

는 않지만 일부에서 하수 시설 개선으로 이어졌다. 관련해서 필자들은 불완전하게나마 헌법적 

건강권과 그 사법적 실현이 브라질 민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라고 이런 사법적 전략을 옹호하기도 한다(Barcellos, 2014). 그러나 2016년 12월 의회에서 헌

법 개정을 통해 향후 20년간 건강, 교육, 사회부조, 사회보장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을 동결시

킨 브라질의 정치적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사법적 접근이 인권의 확장을 담보하는 것이라

고 볼 수는 없다. 브라질에서 건강권 사법화가 불평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비판하는 

학자들의 우려처럼, 건강권의 사법화가 무조건 적으로 더 많은 사람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건

강권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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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행 대한민국헌법과 개헌안의 건강권 근거 조항35)

이 장에서는 기존 국내 학술 논문에서 언급된 현행 대한민국헌법에서의 건강권 근거 조항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나온 개헌안에서의 건강권 근거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2

절에서 ‘건강’, ‘보건’, ‘의료’ 등이 명시된 조항과 함께 포괄적인 건강권 조항을 살펴볼 것이

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건강과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현행 헌법 제36조 3항 “모

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의 연혁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36) 현행 

헌법 제36조 3항은 1948년 제헌헌법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여 혼인의 순결

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에서 유래한다. 제헌헌법 초안에는 이 조항이 

없었고 3차례에 걸친 국회의 헌법안 독회 중 제2독회 과정에서 추가되었다. 이후 1962년 5차 

헌법개정에서 ‘가족’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고 ‘건강’이 ‘보건’으로 수정되며 ‘특별한’이란 

단어가 삭제되었다. 이후 1980년 8차 헌법개정에서 ‘혼인의 순결’과 분리되어 단일 조항이 된

다. 따라서 지난 70년 동안 현행 헌법 제36조 3항은 권리주체의 확대와 ‘건강’에서 ‘보건’으로

의 수정이 있었지만, 사회적 관심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제36조 3항 조문에 변

화가 있었던 두 번 모두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쿠데타라는 비정상적 국가 상태와 연관

되어 있다는 점이다.

1948년 제헌헌법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962년 헌법 [5차 개정]

제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80년 헌법 [8차 개정]

제34조 (2)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87년 헌법 [9차 개정]

제36조 (3)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5) 손정인. 헌법 개정과 건강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전공 수요세미나 발표자료. 2017년 
11월 8일.

36) 이 단락의 내용은 다음 논문의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다. 손정인. 제10차 헌법 개정 관련 건강권 논의
의 비판적 검토 - 인권의 내재적·표출적 역할과 건강의 사회적 모형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인권학회 
발표문. 2017.12.02.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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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건강권 근거 조항

1990년-2014년 발행된 학술 논문에서 건강권의 근거로 언급된 헌법 조항은 제6조(조약과 국

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제10조(인간존엄,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제11조(평등

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소급입법, 연좌제 금지),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4조(인간

다운 생활권, 사회보장수급권), 제35조(환경권), 제36조(혼인․가족생활 보장, 모성 보호, 보건

권), 제37조(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 제한원리)로 다양하게 나타났

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조항은 제36조 3항(보건권)이었고 압도적이었다. 뒤이어 제10

조(인간존엄), 제34조 1항(인간다운 생활권), 제35조 1항(환경권)의 순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각각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37)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

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37) 출처: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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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

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

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

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

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

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

회를 부여받는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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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작금의 개헌안에서의 건강권 근거 조항38)

지금까지 나온 개헌안의 건강권 근거 조항을 살펴보기 전에 작금의 개헌 논의 방향을 살펴보

면, 대체적으로 기본권 중심의 개헌 방향이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다. 건강권을 포함한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한 개헌 방향으로는 노동권 강화,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 사회적 기본권 주체의 

확대, 차별금지 사유의 확장, 제36조 3항 등을 포함한 사회권의 권리성 강화, 아동·노인·장애

인 권리의 독립 조항 신설 등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권 역시 

권리성 강화, 국가 의무의 구체화, 권리주체 확대 방향의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권의 헌법적 근거를 포괄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서술을 위해 ‘건강’, 

38) 이 단락의 내용은 다음 발표 자료의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다. (1) 손정인. 헌법 개정과 건강권. 서울
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전공 수요세미나 발표자료. 2017년 11월 8일. (2) 손정인. 제10차 헌법 
개정 관련 건강권 논의의 비판적 검토 - 인권의 내재적·표출적 역할과 건강의 사회적 모형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인권학회 발표문. 2017.12.02.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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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건’을 명시한 개헌안 조문을 먼저 살펴본 후, 건강과 연관되는 여타 기본권의 조문

을 살펴볼 것이다.

(1) ‘건강’, ‘보건’, ‘의료’ 등이 명시된 조항

건강에 대한 권리성을 명시한 조문화의 예로 이찬진(2017)과 신영전(2017),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개정 연구포럼안(2017)의 안이 존재한다. 이찬진(2017)의 경우 구체적 권리 내용을 보건

의료에 한정한 반면, 신영전(2017)의 경우 보건의료 이 외에 노동, 환경, 참여라는 건강 결정

요인을 포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개정 연구포럼(2017)의 경우 구체적 권리 내용을 법

률에 위임했다. 

l 이찬진(2017)의 안

제OO조 ①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

지며, 국가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수준의 적절하고 합리적

인 의료보장 및 공공 보건서비스 및 관련 제도를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공공책임 하에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공의료를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국

가는 질병 및 사고를 당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의료보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l 신영전(2017)의 안

제OO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생활환경에서 일하고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보

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④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이상에서 언급한 건강과 관련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상의 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⑥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

책을 수립∙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 92 -

l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개정 연구포럼안(2017)

제39조(건강권) 모든 사람은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질병 예방과 보건의료체계의 향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한편,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성을 명시한 조문화의 예로 정재황(2013), 민변 헌법개정특별위원

회 자문위원회(2017), 국민의 당 안이 존재한다. 특히, 민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독립 조항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권의 하위 조항으로 제안하고 있다.

l 정재황(2013)의 안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l 민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2017)의 안

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3.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 국민의 당 안

제OO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건권을 가진다. 2. 국가와 공공단체는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상기의 건강권 개헌안 외에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36조 3항을 그대로 두는 안도 존재한다.

(2) 포괄적 건강권 측면에서의 건강과 관련된 여타 기본권 조항

이찬진(2017),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2016), 민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회(2017),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개정 연구포럼(2017)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건강과 관련

된 여타 기본권 조항과 기타 조항의 개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참고로 기존 조항도 일부 나

열함). 따라서 포괄적 건강권 측면에서는 건강권 개헌을 위한 방향으로 다른 조항에서 다룰 수 

없는 ‘건강’, ‘보건’, ‘의료’와 관련된 조항의 신설(건강에 대한 권리성 명시, 권리주체 확대, 국

가 의무 구체화)과 함께 건강과 연관된 여타 기본권과 기타 조항의 강화를 주장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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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인간의 존엄과 가치

ü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ü 생명권과 사형폐지 신설

ü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신설

ü (기존)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 금지

ü 안전에 관한 권리 신설

l 평등권

ü 차별 사유 추가 (국가인권위 안의 추가 사유가 가장 광범위)

기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추가: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고용형태 

ü 성평등 조항신설

l 자유권적 기본권

ü 망명권 신설, 난민 보호

ü 알권리, 정보기본권(보호, 처리결정) 신설

ü (기존) 신체의 자유

ü 재산권: 토지공개념 조항(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신설하여 경제 조항으로

l 사회적 기본권

ü 기본소득, 사회보장제도 고지 받을 권리, 주거생활안정 신설

ü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 명시, 안전∙위생∙인간품위유지 가능한 노동조건과 환경 보장

ü 아동과 청소년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신설

ü 소비자의 권리(안전한 식생활, 소비활동), 국가의 소비자운동 보장 신설

ü 최저임금제, 여성근로 차별금지

ü 환경보전의무 내용에 지속가능한 발전원칙, 동물보호 혹은 모든 생명체 존중 내용 추가

l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요구권 신설

l 지방 자치 및 경제 조항 등

ü 국가는 기업의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 보호 위한 정책 수립, 시행

ü 국가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지원, 계도

l 국가인권위원회 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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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건강권의 개념39)

“건강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선뜻 답하기가 쉽지는 않다. 건강권 개념을 단일 차원이나 

속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장 쉬운 설명 방식은 “건강권은 ○○

에 대한 권리이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철학적, 윤리적 논증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

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권을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와 같다는 주장에서부터 ‘보건의료를 포함

하여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권리, ‘보건의료와 건강 상

태 사이의 어느 지점’에 대한 권리, ‘건강기능을 성취할 역량(capability)’에 대한 권리, ‘건강 

상태에 대한 통제’를 누릴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까지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상기의 주장은 건강권을 상상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사고 형식이지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가 이러한 권리를 갖는지, 누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무

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의무가 무엇인지 등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건강권을 이해

하는 데에는 ‘권리보유자’가 ‘의무담지자’에게 ‘근거’(법, 도덕, 계약 등)를 이유로 ‘내용’을 요

구한다는 권리의 논리구조를 차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앞서 논의했던 건강의 사회적 결

정요인과 인권의 불가분성·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 원칙을 고려하면 건강권과 여타 인권 사이

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40) 

l 건강권 요소

ü 건강: 가치, 개념

ü 건강권 보유자: 자격, 자력화

ü 건강권 의무담지자: 의무유형, 의무내역

ü 건강권의 근거: 국제법, 국내법

ü 건강권의 내용: 건강권 해석, 건강권 세부권리(요구사항), 건강권 작동방식(실현과정), 

가용성·접근성·수용성·질, 지표와 벤치마크

l 건강권과 여타 인권 사이의 관계

39) 이 장의 내용은 다음 문헌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손정인.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 22-43.

40) 건강권은 건강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건강권의 ‘내용’도 보
다 세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 96 -

현재까지 나온 건강권 개념으로 2000년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

의 신체적, 정신적 권리’에 관한 유권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 축적되어 있던 경

험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상당한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건강권 유권해석을 앞서 소개한 건강권 개념 틀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1) 건강권의 요소

① 건강

② 건강권 보유자

Ÿ 건강의 가치

ü 건강은 다른 인권의 행사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 인권

Ÿ 건강의 개념

ü 세계보건기구 헌장 전문의 건강 정의 채택하지 않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제12조 1항의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적 요소, 기초적 건강 결정요인까지 포함

ü 1966년 시민정·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 이후 건강 관념은 상당한 변화를 겪고 범위가 확장

ü 추후 새로운 질병, 널리 확산되는 질병, 세계 인구 급증은 제12조 해석 시 고려 필요

Ÿ 자격

ü 모든 인간은 존엄한 삶에 이바지하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자격을 지님

ü 특별 주제로서 여성,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선주민의 건강권 강조

ü 당사국의 국제적 의무로서 난민 및 국내 실향민에 대한 비상시의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제공에 협력할 책임 존재

Ÿ 자력화

ü 전체적으로 공동체, 국가 및 국제 차원의 모든 건강 관련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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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권 의무담지자

l 당사국의 의무

유형1. 즉시이행 의무와 점진적 의무

n 즉시이행 의무

발전단계나 심각한 재정적 한계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가 즉시 이행해야 함

n 점진적 의무

국가의 자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건강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점진적으로(전향
적이고 지속적으로) 취해야 함

유형2. 존중할 의무, 보호할 의무, 실현할 의무

n 존중할(respect) 의무

국가가 국민이 향유하는 건강권 제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저해하는 조치 금지

n 보호할(protect) 의무

국민의 건강권이 제삼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n 실현할(fulfill) 의무

국가가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적절한 입법, 행정, 예산, 사법, 홍보 및 기타 조치를 채
택

기타 유형

n 핵심의무

Ÿ 보건시설․물품․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Ÿ 영양적으로 적절하고 안전한 최소한의 필수적 식량에 대한 접근 
Ÿ 기본적 안식처․주거․위생시설에 대한 접근과 안전한 물의 적절한 공급
Ÿ 필수의약품 제공 
Ÿ 모든 보건 시설․물품․서비스의 공평한 분배 
Ÿ 유행병에 관한 증거를 기초로 국가 공중보건전략 및 행동계획의 채택과 실행, 참여적․투

명한 과정에 의한 정기적 검토

n 보다 우선적인 의무

Ÿ 생식 건강과 모성 건강 및 아동 건강 보장
Ÿ 공동체 내 주요 전염병에 대한 면역조치 제공
Ÿ 유행병 및 풍토병 예방․치료․억제 조치 채택
Ÿ 공동체 내 주요 건강 문제 관련 교육 및 정보 접근성 제공
Ÿ 건강과 인권에 관한 교육 등 보건 종사자를 위한 적절한 훈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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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당사국 이 외의 행위자의 의무

Ÿ 모든 사회 구성원, 즉 보건전문가를 포함하는 개인, 가족, 지역공동체, 정부간기구, 비정부기

구, 시민사회 조직, 민간기업부문이 건강권 실현에 대한 책임 존재

Ÿ 관련 모든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건강권 실현 위한 협동적 노력 유지 필요

Ÿ 유엔 기구 및 프로그램의 역할 중요, 특히 세계보건기구의 기술적 지원과 협력, 아동 건강권

에 관한 유엔아동기금의 기능 중요

Ÿ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세계은행, 지역개발

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유엔 체제 내 기타 관련 기구는 당사국과 효과적인 협력 

필요, 특히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관은 건강권 보호에 한층 더 주의 기울여야 

함

Ÿ 세계보건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국제적십자사위원회, 유엔아동기금, 비정부기구, 국가의

료협회 역할은 난민 및 국내 실향민에 대한 지원 등 비상상태 시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에 

특히 중요

④ 건강권의 근거

Ÿ 국제법상 근거

ü 다수의 국제 문서에서 승인

ü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
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항과 2항
ü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항 (iv),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1항 (f)항, 제12조, 1989년 아

동권리협약 제24조, 1961년 유럽사회헌장 제11조, 1981년 아프리카인권헌장 제16조, 1988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0조, 1993년 비엔나 선

언 및 행동계획

Ÿ 국내법상 근거

ü 국제사회의 유권해석이므로 한국의 법적 근거는 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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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강권의 내용

l 건강권에 대한 해석

Ÿ 건강함에 대한 권리(right to be healthy)로 이해해서는 안 됨

Ÿ 자유(freedom)와 요구자격(entitlement)을 모두 포함

ü 자유: 성적 자유와 재생산 자유와 같은 자신의 건강과 몸을 통제할(control) 권리, 고문과 동의하지 않

은 의학적 치료와 실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같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포함

ü 요구자격: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건강 보호 체계에 대한 권

리를 포함

Ÿ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시설, 재화, 서비스, 조건을 

향유할 권리로서 이해해야 함

Ÿ 적시의 적절한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수, 위생, 식품, 영양, 주거, 건강한 직업과 환

경 조건,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것을 포함한 건강 관련 교육과 정보 접근과 같은 

기초적 건강 결정요인으로 확장되는 포괄적 권리, 가장 중요한 측면은 지역사회 수준, 국가 

수준, 국제 수준에서 건강 관련 모든 의사결정에 인구집단의 참여임

l 건강권 세부권리(요구사항)

Ÿ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2항은 건강권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서 

비롯되는 조치의 구체적인 일반 사례를 제시하여, 다음 항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보건권의 내

용을 보여주고 있음

ü 제12조 2항 (a) 모성, 아동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

ü 제12조 2항 (b) 건강한 자연 환경과 작업장 환경에 대한 권리

ü 제12조 2항 (c) 질병 예방, 치료, 관리에 대한 권리

ü 제12조 2항 (d) 보건 시설, 물품, 서비스에 대한 권리

Ÿ 지면 분량 상 생략했지만, 상기 내용 외에도 젠더 관점, 생애주기 관점, 우선순위, 비차별, 참
여 등 다양한 내용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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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건강권의 작동방식(실현과정)

Ÿ 비차별과 평등 대우

ü 보건의료와 기본 건강 결정요인, 그리고 그들의 조달 수단과 요구자격에 대한 접근성에서 인종, 피부

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견해, 국적, 재산, 출생, 신체적·정신적 장애, 건강 상태, 성적 

지향, 시민적·정치적·사회적·기타 지위에 따른 차별 금지

ü 건강권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및 보건서비스 접근에서 평등성이 강조되어야 함

Ÿ 참여

ü 건강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건강 관련 모든 의사결정에 인구집단의 참여임

ü 국가 보건 전략 및 행동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특히 비차별과 국민 참여 원칙을 존중해야 함

Ÿ 모니터링과 평가

ü 당사국은 건강권 국가 전략을 이행할 기본법 채택을 고려해야 하고 그 기본법은 국가 건강 전략과 

행동 계획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국가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ü 제12조의 당사국 이행 상황을 감시함에 있어 당사국과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설정한 지표와 벤치마크

를 사용하여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이때 발견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봄

Ÿ 책무성

ü 국가보건전략 및 행동계획은 책무성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함

ü 건강권 실현 포함한 모든 인권의 효과적 이행에 필수적임

Ÿ 제3자의 건강권 인식과 활동

ü 당사국은 건강권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시민사회가 건강권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함 

ü 국가 옴부즈맨, 인권위원회, 소비자단체, 환자권리보호단체 또는 유사 기관이 건강권 침해 사안을 다

루어야 함

ü 당사국은 건강권 실현에서 취약집단 또는 주변화된 집단을 조력할 목적으로 인권 옹호자 및 기타 시

민사회 구성원의 활동을 존중, 보호, 촉진, 증진해야 함 

l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질

Ÿ 가용성: 당사국 내에 제대로 기능하는 공중보건과 보건의료 시설, 물품, 서비스, 프로그램이 

충분한 양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Ÿ 접근성: 당사국 관할 내에서 모든 사람이 보건 시설, 물품,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

ü 차별금지: 보건 시설, 물품, 서비스는 모든 사람, 특히 가장 취약하거나 주변화된 인구집단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함

ü 물리적 접근성: 보건 시설, 물품, 서비스는 모든 인구집단, 특히 가장 취약하거나 주변화된 집단에게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함

ü 경제적 접근성: 보건 시설, 물품,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지불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ü 정보 접근성: 접근성은 건강 이슈와 관련하여 정보와 의견을 요구,  수령, 전달할 권리를 포함함

Ÿ 수용성: 모든 보건 시설, 물품, 서비스는 비밀존중과 당사자들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설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윤리를 존중하고 개인, 소수자, 민족, 공동체의 문화를 

존중하여 문화적으로 적절해야 하며 젠더와 생애주기의 필요에 민감해야 함

Ÿ 질: 보건 시설, 물품, 서비스는 문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의료적으로 적절해야 하며 양질이어야 함, 특히 숙련된 의료인력, 과학적으로 승인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의약품과 병원 장비,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 적정한 위생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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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건강권 지표와 벤치마크

Ÿ 필요성

ü 건강권 제12조의 의무에 따라 국가 전략 채택하고 정책과 그 정책에 상응하는 건강권 지표와 벤치마

크 수립이 요구됨

Ÿ 구체적 목록

ü 국가는 건강권의 여러 측면을 다루어야 하는 적절한 건강권 지표에 대한 지침을 WHO 및 유엔아동

기금의 작업에서 얻을 수 있음

ü 건강권 지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금지하는 차별의 근거를 구성요소로 

세분화되어야 함

ü 적절한 건강권 지표를 확정한 당사국은 각 지표에 관하여 적절한 국가 벤치마크를 설정할 것이 요청

Ÿ 설정 방법

ü 지표와 벤치마크에 대한 범위 설정 작업은 당사국과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공동 심리를 수반하며 이 

결과로써 차기 보고 기간 동안 달성할 목표가 제시될 것임

참고로, 다른 유엔 보고서의 건강권 지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41)

구조 지표(structural indicators)

Ÿ 인권 의무를 지키는 조치 채택하기 위한 국가의 수용, 의도, 공약을 측정

Ÿ 예시: 일반 법률과 정책,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 필수 의약품
ü 국가는 헌법에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는가?
ü 국가에는 건강권을 포함하여 권한 부여받은 국가 인권 기관이 있는가?
ü 정부는 모성 사망을 낮추는 국가 전략과 활동 계획을 채택했는가?
ü 정부는 필수 의약품 목록을 갖고 있는가?
ü 의약품에 대한 의무 면허 조항이 국가 법률에 통합되어 있는가?

과정 지표(process indicators)

Ÿ 인권 공약을 바람직한 결과로 바꾸기 위한 국가의 정책 수단과 활동 프로그램 실행 노력을 
측정

Ÿ 예시: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 HIV/AIDS
ü 임신 기간 중 임신과 관련한 이유로 최소한 한 번 이상 숙련된 보건 인력이 진찰한 비율
ü 숙련된 보건 인력이 참석한 출산 비율
ü 인구 50만 명당 기초적인 필수 산과 진료가 이루어지는 시설 수
ü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가 조합된 것을 투약 받는 진행된 HIV 감염인 비율

결과 지표(outcome indicators)

Ÿ 인권 향유의 진전에서 국가 노력의 결과를 측정

Ÿ 예시: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 HIV/AIDS
ü 사산아 제외한 출산아 10만 명당 모성 사망 수
ü 출산아 1000명당 주산기 사망 수
ü 여성 할례를 당한 여성 비율
ü 15-24세의 젊은 HIV 감염인 비율

41)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Indicators 
-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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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권과 여타 인권 사이의 관계

Ÿ 건강권은 식량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인간 존엄성, 생명권, 차별금지, 평등권, 고문금지, 
프라이버시권, 정보 접근권, 결사․집회․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인권장전의 여타 인권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의존함

Ÿ 전술한 권리와 자유, 기타의 권리와 자유는 건강권의 필수적 요소를 다룸

Ÿ 공중보건 문제는 당사국에 의해 다른 기본적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근거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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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제인권규범 및 타국 헌법에 규정된 건강권

앞서 살펴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인권의 불가분성·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 원칙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건강 보장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영역으로 한정된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권의 법적 근거 역시 포괄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건강’, ‘보건’, ‘의료’ 등이 직접적으로 규정된 근거 조항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생명, 인신의 

자유와 안전, 차별금지, 노동, 사회보장, 환경, 주거 등이 규정된 여타 근거 조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 및 타국의 헌법에 규정된 건

강권 현황을 살펴볼 것이므로 ‘건강’, ‘보건’, ‘의료’ 등이 명시된 근거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 다음 장에서 <대한민국헌법>의 포괄적인 건강권 근거 조항을 살펴볼 것이다.

1) 국제인권규범에 규정된 건강권 현황42)

1990년-2014년의 건강권 관련 국내 학술 논문을 살펴본 결과, 건강권의 근거 조항이 존재하는 

국제 문서로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많이 언급되었

다. 이 외에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체류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 등과 같은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국제인권규범도 언급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유럽사회헌장,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등과 같은 지역별 인권규범도 언급되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헌장과 알마아타 선언과 같은 건강 영역의 국제규범도 언급되었다. 

한편, 건강권의 국제적 근거 문서로 가장 많이 언급된 세계인권선언의 경우 ‘의료’가 명시된 

제25조뿐만 아니라 제2조(차별금지)와 제3조(생명권, 자유권, 인신의 안전) 등의 여타 조항도 

건강권의 근거 조항으로 언급되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경우 ‘건

강’과 ‘의료’가 명시된 제12조가 대부분 언급되었지만, 일부는 제7조(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

건), 제9조(사회보장), 제2조(차별금지) 등이 함께 건강권의 근거 조항으로 언급되었다. 이와 

같이 건강권의 근거로 언급된 국제인권문서의 경우 ‘건강’, ‘보건’, ‘의료’가 직접적으로 명시

된 조항이 많이 언급되었지만 차별금지를 포함한 여타 인권 조항도 언급되는 등 보다 포괄적

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42) 이 부분은 손정인(2017)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 분석』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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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

권리협약, 유럽연합기본권헌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의 ‘건강’ 혹은 ‘보건’ 혹은 ‘의료’가 명시된 조문을 인용하고, 세계보건기구 헌장과 알마아타 

선언에서 건강이 기본적 인권임을 명시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인권선언43)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

는 음식, 입을 옷,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실업 상태에 놓였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당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

나 그 밖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생계가 곤란해진 모든 사람은 사회나 국가

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자식이 딸린 어머니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났든 아니든 간에 똑같은 보호를 받

는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44)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영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c) 유행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서비스와 의료적 돌봄을 확보할 여건의 조성

여성차별철폐협약45)

제11조 

43) 세계인권선언의 번역문은 『인권의 지평』(조효제, 2016, pp. 452-456)에서 인용하였다.
44)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국문 번역에서 ‘유아사망률’은 ‘영아사망률’로, ‘전염병’은 ‘유행

병’으로, ‘의료’는 ‘의료서비스’로, ‘간호’는 ‘의료적 돌봄’으로 재수정하였다.
45) 출처: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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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제12조 

1.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

하여 보건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

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46)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

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

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 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

화 그리고 사 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

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

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46) 출처: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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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47)

제27조 

1. 사회보장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취업국의 해당 법률과 양자 및 다자조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국에서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출신국과 취업국의 당국은 이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해당 법률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급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국은 유사한 상황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를 기초로 하여 그 급부와 관련된 해당자의 출연금액을 본인에게 상환하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

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요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료는 

그의 체류나 취업이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48)

제16조 

1. 모든 개인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최상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이 헌장의 당사국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에 걸리면 진료 받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럽연합기본권헌장49)

제35조 (의료) 

모든 사람은 국내법 및 관행이 정한 조건 하에서 예방의료를 이용할 권리, 치료의 혜택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높은 수준의 인간의 건강 보장이 연합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정의와 이행에서 보장되

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50)

제10조(건강에 대한 권리) 

47) 정인섭 편역, 『국제인권조약집』, 도서출판 사람생각, 2000.
48) 정인섭 편역, 『국제인권조약집』, 도서출판 사람생각, 2000.
49) 이주영, “토론2. 실질적 평등과 사회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지점들”, 개헌과 사회권 토

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p, 81. (2017.05.24.) 
50) 정인섭 편역, 『국제인권조약집』, 도서출판 사람생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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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은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의 향유를 의미하는 건강에 대한 권리

를 가진다.

2. 건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건강을 공익으로 인정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채택한다.

a. 기본적 보건진료, 즉 공동체의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필수적 보건진료

b. 국가 관할권 내의 모든 개인에 대한 보건 서비스 혜택의 확장

c. 주요 전염병에 대한 일반적 면역조치

d.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e. 건강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일반인의 교육

f. 극히 위험한 집단 및 가난으로 인하여 취약한 집단의 건강상의 요구의 충족

세계보건기구 헌장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입장, 경제적·사회적 조건에 상

관없이 모든 인류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이다.

알마아타 선언51)

Ⅰ. 이 회의에서는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 상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인 건강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도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 

세계 차원의 사회적 목표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부문과 더불어 다른 많은 사회 경

제 부문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재확인한다.

51) 알마아타선언의 조문은 시민사회단체인 ‘건강과 대안’의 누리집에서 제공한 번역문에서 인용하였다
(http://bit.ly/2lhV4Z3 접속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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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국 헌법에 규정된 건강권 현황

(1) 건강권 유형에 따른 국가별 헌법의 반영 현황

국가마다 건강권을 헌법에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Heymann, 2013)의 내용을 소개

한다.52) 이 연구에서는 191개 유엔가입국의 헌법을 건강권 2007년과 2011년 두 시점에서 조

사하였는데, 191개 국가 중에서 86개(45%)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하게는, 건강권을 유형별로 그리고 사회적 취약집단별로 어떻게 권리 보장을 규정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건강권을 공중보건에 관한 권리(right to public health), 보건의료

에 관한 권리(right to medical care), 건강에 관한 포괄적 권리(overall right to health) 세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Ÿ 공중보건에 관한 권리(right to public health): 예방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 

공중보건에 관한 권리 그 자체에 대한 국가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유형

Ÿ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right to medical care): 인구집단을 위한 적절한 보건시설 확보, 보

건의료서비스 접근 제공, 국민 건강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국가의 임무

Ÿ 건강에 관한 포괄적 권리(overall right to health): 육체적 또는 전반적인 웰빙, 건강 보호, 

건강 보장, 질병으로부터 자유   

아동, 노인, 장애인,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등에 한하여 국가마다 사회적 취약집단의 건강권을 

어느 정도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각 헌법마다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 ‘보

호‘의 정도도 건강권 보호를 국가의 의무나 강제로 명확하게 표현한 ’확실한 권리 보장‘, 권리

를 목적이나 목표로 표한한 ’지향적 권리 보장‘ 등으로 구분하였다.

건강권 유형별로 살펴본 헌법 보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52) Heymann, J., Cassola, A., Raub, A., & Mishra, L. (2013). Constitutional rights to health,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The status of health protections in 191 countries. Global Public Health, 
8(6), 639-653 의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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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보건에 관한 권리

2011년 헌법 중에서 25%(지향적 권리보장 11%, 확실한 권리보장 14%)가 권리 보장을 규정

하고 있고 2007년 23% 보다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아메리카 지역의 37%, 중동과 북아프리

카 지역의 26% 국가가 확실한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보장 수준과 

구체성을 보여준다. 광범위한 권리보호를 규정한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자세한 권리 목

록을 규정한 곳도 있다. 쿠웨이트의 헌법(1982년 제정)은 어떻게 권리를 보장해야하는지 정하

지 않고 국가가 공중보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정도로 규정한 반면, 파나마 헌법(1972년 

제정, 2004년 개정)에서는 예방, 치료, 재활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과 활동을 비교적 자세

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②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

공중보건에 관한 권리에 비해 보장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1년 확실한 권리 보장이 38%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9% 헌법에서 보편적 무상의료를 보장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동과 북아

메리카 지역의 58%,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55% 국가가 확실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공중보건에 관한 권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보장범위와 구체성이 다양하다. 라트비아 

헌법 (1922년 제정, 2009년 개정)은 ‘모든 이에게 기본적 수준의 의료보조를 보장할 수 있다

‘라며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에콰도르(2008년 제정)는 ’국가가 형평성, 보편성, 

연대, 의료의 질, 효과성 등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 적시적, 비차별적 보건의료 접근을 보장‘한

다고 규정하며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 헌법은 노인과 장

애인 등 취약집단에 대한 건강권 보호도 포함하고 있다. 

③ 건강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2011년 확실한 권리 보장이 명시된 국가는 전체의 36%로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 보장과 비슷

한 수준이다. 다른 권리 유형과 마찬가지로 국가마다 지향하는 방향, 구체성과 책임의 수준이 

다양하다. 네팔 헌법(2006년 제정, 2008년 개정)은 아동의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소수민족, 빈곤한 노동자와 농부 등 사회적 취약집단 건강을 보호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1985년 제정, 1993년 개정), ‘건강에 관한 권리는 누구나 어떠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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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가지는 기본 권리’라고 명시하며 건강에 대한 권리의 초점을 형평성에 두고 있다.

건강권 보장 유형 2007년 헌법 (%) 2011년 헌법 (%)
공중보건에 관한 권리

헌법 미보장 146 (76) 143 (75)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보장 0 (0) 0 (0)
지향적 권리 보장 20 (10) 21 (11)
확실한 권리 보장 25 (13) 27 (14)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

헌법 미보장 88 (46) 84 (44)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보장 8 (4) 7 (4)
지향적 권리 보장 27 (14) 27 (14)
확실한 권리 보장 68 (36) 73 (38)

건강에 관한 포괄적 권리

헌법 미보장 92 (48) 90 (47)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보장 9 (5) 8 (4)
지향적 권리 보장 23 (12) 24 (13)
확실한 권리 보장 67 (35) 69 (36)

출처: Heymann, 2013 의 내용을 재구성함

표 2 공중보건에 관한 권리,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 건강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 보장

많은 나라의 헌법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사회경제적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 보호에서는, 장애인 11%,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7%, 아동 6%, 노

인 4% 비율의 국가에서 권리 보장(확실한 권리 보장과 지향적 권리 보장 포함)을 명시하고 있

다. 포괄적인 건강권 보호의 경우는 그 수가 더욱 적다. 아동은 26개 국가의 헌법에서 건강권 

보호(확실한 권리 보장과 지향적 권리 보장 포함)를 규정하고 있고, 노인 7개, 장애인 2개, 사

회경제적 취약집단 3개 등 취약집단 건강권 보호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수는 적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 건강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지 않는 비율 45%로 많은 국가에

서 건강권의 헌법적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건강권 유형에서 공중보

건에 관한 권리 보장이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 보장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많은 국가에서 취약

집단 건강권 보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에 건강권의 반영은 각 국가에 따라 그 정도와 구체성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국민(시민)

의 건강에 기본적인 최소한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수적 관점을 보여주는 국가도 있

다.  소수민족이 많고 사회적 취약집단에 중대한 관심을 두는 국가는 특별히 헌법에 더욱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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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문53)

일본

Article 25

(I) All people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the minimum standards of wholesome and cultured living. 

(2) In all spheres of life, the State shall use its endeavors for the promotion and extension of social 

welfare and security, and of public health.“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온존(wholesome)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있어 최소한의 표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 복지와 안전, 공중 보건의 증진과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네덜란드

Article 22 

(1) The authorities shall take steps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2) It shall be the concern of the authorities to provide sufficient living accommodation.

(3) The authorities shall promote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leisure activities.

제22조

(1) 정부는 인구집단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정부는 충분한 거주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정부는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여가 활동을 증진하여야 한다. 

스페인

Article 43

(1) The right to health protection is recognized.

(2) It is incumbent upon the public authorities to organize and watch over public health and hygiene 

through preventive measures and through necessary care and services. The law shall establish the rights 

and duties of all in this respect.

(3) The public authorities shall foster health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Likewise, they shall 

53) Kinney, E. D. and B. A. Clark (2004). "Provisions for health and health care in the constitutions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CornellInt'lLJ37: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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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ate adequate utilization of leisure. 

제43조

(1) 건강 보호에 대한 권리는 인정된다.

(2) 공공 당국은 예방적 조치와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통해 공중 보건과 위생을 감시하고 조직해

야 할 의무를 가진다. 

Article 50

To citizens in old age, the public authorities shall guarantee economic sufficiency through adequate and 

periodically updated pensions. Likewise, and independently of the family obligations, they shall promote 

their welfare through a system of social services which shall take care of their specific problems of health, 

housing, culture, and leisure.

제50조

공공 당국은 적절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연금을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경제적 충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가족의 의무와 무관하게 건강, 주거, 문화 및 여가에 대한 특수한 문제를 돌볼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제도를 통해 노인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이탈리아

Article 32

“The Republic safeguards health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individual and as a collective interest and 

guarantees free medical care to the indigent. No one may be obliged to undergo particular health treatment 

except under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 law cannot under any case violate the limits imposed by 

respect for the human person.”

제32조

공화국은 건강을 개인의 근본적 권리이자 공동의 이익으로 보호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무상 의료를 

보장한다. 어떤 사람도 법 규정에 의한 예외 조건이 아니라면 특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의무를 가

지지 않는다. 법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 존중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위반할 수 없다. 

캐나다54)

Section7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and the right not to be deprived thereof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fundamental justice.

제7조 법적 권리

54) 직접적인 조항은 없으며, Littel(2002)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법해석상 보건의료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
항으로 여겨지는 항목은 법적 권리에 대해 명시하는 Section7과 평등권에 대한 Section 15의 다음 조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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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근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삶과 자유, 안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

을 권리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Section 15 (1) Every individual is equal before and under the law and has the right to the equal protection 

and equal benefit of the law without discrimination and, in particular,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national or ethnic origin, colour, religion, sex, age or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제15조 평등권

(1)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정신적․신체적 장

애로 인한 차별 없이 평등한 보호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폴란드

Article 68

(1) Everyone has the right to health protection. (2) Equal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s, financed from 

public funds, is assured by public authorities to citizens, irrespective of their material situation. The 

conditions for, and scope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are specified by law. (3) Public authorities are 

obligated to provide special health care to children, pregnant women, handicapped persons and persons of 

advanced age. (4) Public authorities are obligated to combat epidemic illnesses and prevent th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of degradation of the environment. (5) Public authorities sha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physical culture, particularly amongst children and young persons.

제68조

(1) 모든 사람은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공공 당국은 시민들에게 각자의 물질적 상황과 무관하게 공적 자금으로 조달받는 보건의료서비

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3) 공공 당국은 아동,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에게 특수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4) 공공 당국은 유행병을 퇴치하고 환경 파괴로 인한 부정적인 건강 결과를 예방할 의무를 가진다.

(5) 공공 당국은 특히 아동과 젊은 사람들의 신체 문화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헝가리55)

Article 70/D

(1) People living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Hungary have the right to the highest possible level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2) The Republic of Hungary implements this right through arrangements for 

labour safety with health institutions and medical care, through ensuring the possibility for regular physical 

training, and through the protection of the built-in a (sic) natural environment.“

55) 1994년 개정 헌법, 1972년 모든 시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법을 선포하였지만 자원 부족으로 인
해 실행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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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D

(1) 헝가리 공화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

한 권리를 가진다.

(2) 헝가리 공화국은 정기적인 신체 훈련과 건조 (원문) 자연 환경 보호를 보장하고 보건 기관과 의

료에서 노동 안전을 위한 조치를 통해 이 권리를 구현해야 한다. 

북한56)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

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고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중국57)

제 21조

제1항. 국가는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학과 우리나라 전통의약을 발전시켜 농촌집단경제

조직·국가기업사업조직과 가도(街道:도시 구 아래의 작은 행정단위)조직이 각종 의료위생시설을 설

치하는 것을 장려·지지하고 대중적인 위생활동을 전개하고, 인민건강을 보호한다.

제2항. 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질을 증강시킨다.

제45조

제1항.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년·질병·노동능력 상실의 경우, 국가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얻

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공민의 이러한 권리를 향수하는데 필요한 사회보험·사회구제·의료위생사업

을 발전시킨다. 

제2항. 국가와 사회는 장애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가족을 부양하며,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제3항. 국가와 사회는 맹인·벙어리·기타 장애인의 노동·생활과 교육을 안배하고 돕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Article 27

56)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012년 4월 13일 개정.  
57) 개정 중화인민공화국헌법수정안. 2004년 3월 1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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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veryone has the right to have acess to - (a) health care services, including reproductive health care; 

(b) sufficient food and water; and (c) social security, including, if they are unable to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dependants, appropriate social assistance. (2) The State must take reasonable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within its available resources, to achieve the progressive realisation of each of these rights. (3) 

No one may be refused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rticle 28 

(1) Every child has the right-...

(c) to basic nutrition, shelter, basic health care services and social services.

제27조

(1) 모든 사람은 (a) 생식 건강 관리를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 (b) 충분한 식량과 물; (c) 스스로 자

신과 자신의 부양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사회 보장 접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성취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의 한도 내에서 입법을 포함한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누구도 응급한 의학적 치료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1) 모든 아동은 ... (c) 기본적인 영양, 주거,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브라질58)

Article 6 

Education, health, nutrition, labor, housing, leisure, security, social security,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childhood and assistance to the destitute, are social rights, in accordance with this Constitution.

제 6조

교육, 건강, 영양, 노동, 주거, 레저, 안전, 사회보장, 모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이 헌법에 따라 사회적 권리로 규정된다. 

건강과 관련된 조항 (제196조~제200조)

Article 196. 

Health is a right of all and a duty of the State and shall be guaranteed by means of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aimed at reducing the risk of illness and other hazards and at the universal and equal access to 

actions and services for its promotion, protection and recovery.

제 196조

건강은 모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질병 및 기타 위험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사회․경제 정

책과 건강을 증진, 보호,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Article 197. Health actions and services are of public importance, and it is incumbent upon the 

58) Constitution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3rd Edit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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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to provide, in accordance with the law, for their regulation, supervision and control, and they 

shall be carried out directly or by third parties and also by individuals or private legal entities.

제 197조

건강을 위한 조치와 서비스는 공적 중요성을 지니며 정부는 법규에 따라 이를 규제, 감독, 통제하고, 

이는 정부의 직접적, 또는 제 3자와 개인, 민간 법인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Article 198. Health actions and public services integrate a regionalized and hierarchical network and 

constitute a single system, organiz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directives:

I - decentralization, with a single management in each sphere of government;

II - full service, priority being given to preventive activities, without prejudice to assistance services;

III -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제 198조

건강을 위한 조치와 공공 서비스는 지역화, 계층화된 네트워크를 통합하며 다음의 지침에 따라 조

직된 단일 체계를 구성한다.

I. 정부 각 부처의 단일 관리에 의한 지방분권화

II. 예방적 조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보조적 서비스를 침해하지 않는 총괄적 서비스

III. 지역사회의 참여

Article 199. 

Health assistance is open to private enterprise.

Paragraph 1 - Private institutions may participate in a supplementary manner in the unified health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ves established by the latter, by means of public law contracts or agreements, 

preference being given to philanthropic and non-profit entities.

Paragraph 2 - The allocation of public funds to aid or subsidize profit- oriented private institutions is 

forbidden.

Paragraph 3 - Direct or indirect participation of foreign companies or capital in heath assistance in the 

country is forbidden, except in cases provided by law.

Paragraph 4 - The law shall provide for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which facilitate the removal of 

organs, tissues and human substances for the purpose of transplants, research and treatment, as well as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transfusion of blood and its by-products, all kinds of sale being forbidden.

제 199조

건강 서비스는 민간 기업에 개방되어 있다. 

제1항. 민간 기관은 통합건강체제59)에 의해 설립된 지침에 따라 공공 법률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보

59) Unified health system(Sistema Único de Saúde), 1988년 시민 헌법에 의거해 설립된 브라질의 보편
적 국민 건강 보장 제도로 조세에 의해 운영되며 전체 인구의 75% 이상이 온전히 이 제도에 의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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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비영리 단체나 자선 단체를 우선시 한다. 

제2항.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관을 보조 또는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재정의 배분은 금지한다.

제3항. 국내의 건강 서비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회사 또는 자본의 직접

적․간접적 참여는 금지한다.

제4항. 이식, 연구, 치료를 위한 인체 조직과 물질, 장기의 제거와 혈액과 그 부산물의 수집, 가공, 

수혈을 촉진하는 조건과 요구 사항은 법에 의해 규정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거래는 금지한

다. 

Article 200. 

It is incumbent upon the unified health system, in addition to other duties, as set forth by the law:

I - to supervise and control proceedings, products and substances of interest to health and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of drugs, equipments, immunobiological products, blood products and other inputs;

II - to carry out actions of sanitary and epidemiologic vigilance as well as those relating to the health of 

workers;

III - to organize the training of personnel in the area of health;

IV - to participate in the definition of the policy and in the implementation of basic sanitation actions;

V - to foster, within its scope of acti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VI - to supervise and control foodstuffs, including their nutritional contents, as well as drinks and water 

for human consumption;

VII - to participate in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the production, transportation, storage and use of 

pschycoactive, toxic and radioactive substances and products;

VIII - to cooperate in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that of the workplace.

제 200조

통합건강체제는 다른 의무에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가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I, 건강과 관련된 물질과 제품을 감독, 통제하며 약품, 장비, 면역생물학적 제품, 혈액 제품과 기타 

투입물의 생산에 참여한다.

II,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위생과 역학적 경계를 수행한다.

III. 건강 부문의 인력에 대한 훈련을 조직한다.

IV. 기본적 위생 조치의 집행과 정책 규정에 참여한다.

V.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학 기술 발전을 육성한다.

VI. 식음료와 그 영양 성분을 포함한 식료품을 감독, 통제한다.

VII. 향정신성 약품과 독성, 방사성 물질 및 제품의 생산, 운송, 보관 및 사용을 감독, 통제한다.

VIII. 작업장을 비롯하여 환경 보전에 협력한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여기에서는 통합건강체제라고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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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해외 사례 - 건강권에서의 시민사회 역할
앞서 건강권 개헌에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로 대중의 인권관이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된 일

반론적 인권관과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건강 영역에서도 도덕적 추론 능력을 지닌 일반 시민

들이 전문가에 비해 건강권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러한 측면에서 해외 사례를 검토했지만 상향식의 건강권 개헌 사례는 드물었다. 그럼에도 건

강권 영역에서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집트의 개헌 사례(입법)가 존재하였고, 시민

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강권 소송 사례(사법)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소개함으로써 국

내의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개헌 논의 과정을 비판하고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역

설하고자 한다.

1) 상향식의 건강권 헌법화 사례: 이집트60)

 30년 동안 독재를 지속해오던 무라바크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데에 성공한 2011년 이집트 민

주화 혁명 이후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거셌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민주적

인 사회를 위한 새로운 헌법을 기대하였으며 이는 이집트 헌법 개헌의 기회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집트에서는 무르시 대통령 집권 직후 진행되었던 2012년과 이후 군부가 무르시 대통

령을 쿠테타를 통해 축출한 이후 진행한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개헌이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

어졌다. 이 과정에 이집트의 시민사회는 헌법에 건강권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결국 2014년 개헌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포함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는 개헌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리기 전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상향식 입법 

운동을 벌여왔던 이집트 시민사회의 값진 승리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집트의 건강권 헌법

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상향식 입법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집트의 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EIPR)는 2002년 설립된 인권 단체로 시민적 

자유와 경제적 사회적 권리, 사법 정의를 위한 입법을 지원, 옹호하고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다61). 이들은 공적 자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이집트 건강보험이 운영하던 병원과 시설

60) Sabae, A. (2014). "Four strategic pathways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health through civil 
society actions: challenges and practical lessons learned in the Egyptian context." Health & Human 
Rights: An International Journal 16(2).

61) https://eipr.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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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민영화하려는 시도에 대응하여 2008년부터 50여 개 시민사회 조직 연대체인 건강권 보

호 위원회(The Committee to Defend the Right to Health)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매우 성공적

인 대중 캠페인을 이끌어나갔다. 더불어 EIPR은 의료시설의 전면적 민영화에 대한 복지부의 

결정이 1) 수상의 법적 재량을 넘어서는 사안이며 2) 의회를 부당하게 우회하였고 3) 모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위배하며, 이집트가 서명한 경제적·사회적·문화

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을 부정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사법적 소송을 진행했다. 

 EIPR의 소송은 노조와 인권 운동가,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던 연금수령자 등 다양한 시민적 

네트워크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EIPR은 이 소송을 통해 의료기관 민영화에 대한 수상의 결정

을 뒤집고, 더 나아가 이집트 헌법에 건강에 대한 보장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향후 제도적,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권리로서 건강에 대한 판결을 얻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또한 법원은 

향후 정부가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정부의 공적 자산 관리에 

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외에도 EIPR은 외래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를 결정한 건강보험조직의 결정이나, 

새로운 의약품 가격 정책(의약품 생산비가 아닌 다른 국가들의 의약품 가격을 토대로 가격을 

책정하는 참조가격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비록 이들은 앞에 제시된 사례에서처럼 성공

적인 판결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으나 이와 같은 법정 소송들에 대한 경험은 시민사회가 매우 

기술적인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역량을 기르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진행된 

대중 캠페인과 다양한 시민 사회와의 연대는 향후 EIPR이 건강권을 헌법화하는 과정에 중요

한 자원이 되었다. 

 EIPR이 참여한 상향식 참여 과정을 통한 입법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집트 환자권

리장전 입법화 과정에서 드러난다. EIPR은 유럽 연합에서 각국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조직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건강권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낸 사례를 벤치마크하여 샹항

식 참여적 과정을 통해 환자권리장전을 만들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EIPR은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시민들이 “어떤 권리가 환자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차 질적 조사 계획을 세웠다. 질적 조사 단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후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

아 환자권리장전을 구성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였다. 이후에는 3 개월 동안 연구에 참여했던 

시민들에게 환자권리장전에 포함한 권리에 동의하는지 의견을 구하고,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이

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서명을 받을 계획이 세워졌다. 

 2014년 2월 질적 조사 단계가 마무리 되었다. EIPR의 파트너 단체들을 통해  300회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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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그룹 논의의 결과를 기록한 문서가 수집되었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각자가 소망하는 권리에 대한 의견들이 담겨있었다. EIPR의 파트너 단체로는 환자 조

직과 풀뿌리운동 단체, 정당, 이집트 의대생 연합 등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EIPR은 수집된 

내용을 회람하고 정리하여 2014년 중반 환자권리장전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파트너 조직

과 다른 시민사회 조직에 공유했다62). 

 이집트의 건강권 헌법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보자. 2011년 민주 

항쟁 이후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갔고, EIPR을 비롯해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은 건강과 관련해서 개

정헌법안을 제출했다. EIPR은 헌법에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는 건강권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

하고 사회정의와 연대에 기반한 공평한 재정조달 기전을 확보한다는 내용과 보편적 보건의료

체계의 계획, 운영, 모니터링에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문구가 담긴 개정안을 제출했다. 2012년 

11월 30일 새로운 헌법이 국민투표(찬성 63.8%, 투표율 32.9%)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러나 

새 헌법에는 EIPR이 제시한 건강권 조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2012년 개정 헌법은 

건강권과 관련하여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건강에 대한 권리(right to health)가 아닌 보건

의료에 대한 권리(right ot healthcare)를 명시하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비롯하여 포괄적

인 건강의 요소들을 누락했다. 

 이후 다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정치적 격변에 따라 새로운 재헌의회가 구성되었다. 정권

을 잡은 무슬림 형제단의 선호에 따라 재헌의회의 시민사회 대표가 전원 교체되는 등 혼란스

러운 가운데 다시 개헌의 기회가 열렸다. 이에 EIPR은 가능한 많은 시민사회조직의 의견을 수

렴하여 단일한 개정헌법안을 제출하고, 그 안에서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최소

요구문서(The minimum requirement document)”를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아래 제시한 네 가

지 조항63)이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 국가는 차별 없이 모든 이의 건강할 권리를 존중, 보호,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원을 명확하게 배분해야 한다.

62) 이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는 Sabae의 연구는 2014년 출간되었으며 EIPR의 홈페이지나 영문 검색
에서 이후 환자권리장전 입법화 여부 현황은 파악할 수 없었다. 

63) EIPR’S The Minimum Requirements Document
1. The state’s commitment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the right to health to all without 
discrimination and the clear allocation of its available resources to guarantee that.
2. The provision of a national solidarity insurance coverage scheme.
3. The state is mandated with the organization, regulation and licensing of all aspects of provision 
of health services and products and guarantees free emergency services to all.
4. Legal provisions that cover patients’ rights and litigation pathways in cases of malpractice or 
medical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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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는 연대적 국가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모든 조직, 규제, 면허에 대한 책임을 지며, 모든 

이에게 무상 응급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국가는 의료 과실과 오진에 대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법적 근

거를 제공해야 한다. 

2014년 1월 다시 실행된 국민투표에서 98.2%가 찬성(투표율 38.6%)하여 다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헌법에는 EIPR이 제시한 최소요구문서에서 앞의 3가지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

었다. 이를 통해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모두의 건강할 권리가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게 되었다. 

EIPR의 입법 운동을 소개한 Sabae는 국가의 의미와 사회적 계약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제기

되는 정치적 혼란의 시기는 보다 진보적인 인권을 개진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런 

흔치 않은 기회에 건강할 권리를 헌법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정교하고 계획

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abae, 2014)

2)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했던 건강권 소송64)

세계적으로 필수의약품 접근에 관한 소송을 통해 건강권 실현을 강화시킨 사례는 많다. 주로 

중남미국가를 중심으로 HIV/AIDS 치료제 접근에 관한 소송을 분석한 연구에서, 승소한 사례

를 살펴보니 우선 건강권이 헌법에 명시된 경우에 성공적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Hogerzeil et al., 2006). 59건의 승소 사례 중 45건이 헌법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더욱 눈여

겨보아야 할 것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승소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시민

사회 조직의 역할을 통해 법적, 재정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네트워킹이 원고 승소에 도움을 주

었고 대중적인 지지와 언론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다 (Hogerzeil et al., 2006). 대표적으로 

64) 이 부분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1) Annas, G. J. (2003). The right to health and the nevirapine 
case in South Africa.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8(8), 750-754. (2) Hans V Hogerzeil, 
Melanie Samson, Jaume Vidal Casanovas, Ladan Rahmani-Ocora.  (2006). Is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as part of the fulfillment of the right to health enforceable through the courts?  The 
Lancet, 368, 305-311. (3) Heymann, J., Cassola, A., Raub, A., & Mishra, L. (2013). Constitutional 
rights to health,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The status of health protections in 191 countries. 
Global Public Health, 8(6), 639-653. (4) Heywood, M. (2009). South Africa's treatment action 
campaign: combining law and social mobilization to realize the right to health.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1(1), 14-36. (5) Health and Democracy: A gude to human rights, health law and 
policy in post-apartheid South Africa. Adila Hassim, Mark Heywood and Jonathan Berger (eds)· 
Siberlnk (2007). chapter 2_The Constitution and public heal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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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이하 TAC)’이 정

부를 상대로 HIV/AIDS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네비라핀(nevirapine) 사용 확대 소송을 제

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TAC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99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출범한 에이즈퇴치 및 인

권 운동과 관련된 시민사회조직이다. 이들의 활동이 다른 시민사회조직과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은 HIV/AIDS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위한 정치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구축하

고자 한 점이다 (Heywood, 2009). TAC는 가난한 지역사회 내로 들어가서 활동가, 환자, 지역

주민이 HIV를 예방하고 건강과 의학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치료 문해력(treatment literacy) 

교육을 제공하였다. 치료 문해력 증진은 HIV에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HIV, 건강 및 치

료의 장점과 이와 관련된 교육제공을 목표로 하는 건강 교육 및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 (Heywood, 2009). 인권교육과도 관련이 되어 인권, 정치과학, 평등, 국가의 적극적 의무 등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교육은 TAC의 지역 조직의 확장을 촉진할 수 있었고 

TAC는 지역사회 기반의 인권옹호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의 활동가와 환자들이 

건강권이 국제 협약에서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헌법과 건강 관련하여 인권 보장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법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 TAC의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Heywood, 2009). 

또한 TAC는 HIV/AIDS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의 인권침해에 관심을 가지고 다국적 제약

회사나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상, 소송, 동원을 결합한 역량을 개발하였

다. TAC는 법을 연구하고 진보적인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했다. TAC는 단순한 빈민의 소득 

보조 등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권리에 기반하여 정부 또는 다국적 회사의 적극적인 의

무 이행을 촉구하며 정책대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이후 TAC는 아래와 같은 분야

에서 성공적인 헌법소원을 수행했다 (Heywood, 2009).   

Ÿ 2001-2002년, 정부의 PMTCT 사업 

Ÿ 2004년,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시판을 위한 시행 계획 (종합 치료 및 지원에 관한 운영 

계획으로 알려짐) 

Ÿ 2006-2007년, KwaZulu Natal 지역의 Westville 교도소에서 수감자를 대상으로 항레

트로바이러스제 접근성

Ÿ GSK, Boehringer Ingelheim, Merk Sharp, Dohme 등의 제약회사 상대로 지속적인 도전

Ÿ 제약기업을 상대로 의약품 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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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활동은 HIV/AIDS 당사자들, 지역사회 활동가, 인권옹호자 등 사람들을 결집시켜 정부

와 제약회사에게 건강권을 요구하게 하고 인권적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 가난한 지역 내 보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의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부분에서 그 역할을 평가받는다.

TAC의 활동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HIV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된 2002년 헌법소원 사례를 간략히 살펴본다.

2001년 초에 남아공 정부는 여성과 아동의 HIV/AIDS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HIV 수직감

염(programme to prevent mother-to-child transmission, PMTCT)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TAC와 다른 에이즈 활동 단체의 조직적 캠페인이 선봉이 되어 이루어낸 결과이기도 하였다 

(Hassim et al., 2007). 이 사업은 네비라핀이라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 수행 기관을 9개의 각 주마다 두 곳으로 일종의 시험연구를 수

행하는 기관으로만 제한하면서,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가진 다른 의료시설에는 약

품이 공급되지 못했다. 정부에서 이 약품의 안전성과 사업수행 기관의 역량을 문제 삼아 사업

이 확대되지도 약품이 공급되지도 못한 것이었다.

TAC는 이러한 정부의 네비라핀 사용 제한이 부당하다며 2001년 8월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TAC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정부가 네비라핀을 안전하고 효과

적으로 사용할 역량이 있는 시설에 공급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항

소하면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다투게 되었다. 마침내 2002년 4월 헌법재판소에

서 TAC 측을 인정하고, 남아공의 상황에서 정부의 PMTCT 정책이 여성과 신생아의 보건의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Hassim et al., 2007).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는 아래 남아공 헌법(1996년) 제 27조와 28조의 내용이 주요한 참고 

근거로 작용하였다 (Annas et al., 2003).

제27조에서는, “(1) 모든 사람은 다음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a) 생식 보건을 포함한 보

건 서비스, (b) 충분한 음식과 물, (c)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 . . (2) 국가는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

를 취해야 한다. (3) 누구도 응급치료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에서는, “(1) 모든 아동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 . (b) 가정 또는 부모의 보호

를 받을 권리, 또는 가정 환경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적절한 대체적 보호를 받을 권리 (c) 

기본적 영양, 주거, 기본적 보건 서비스와 사회 복지에 대한 권리 . . . (2) 아동의 최대 이

익은 아동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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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결 과정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은 첫째, 현재 남아공이 처한 상황에서 네비라핀 공급의 

제한 정책은 합리적인가, 둘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HIV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쟁점 관련하여, 정부는 약품 사용의 안전성, 효과성 문

제와 PMTCT 사업 수행 능력이 미흡한 보건시스템 문제를 약품 사용 제한의 근거로 제시하였

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였다.  WHO 권고를 참고하면 약품 안전성 문제는 없

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특정 사업수행 기관 외의 공공의료시설에서도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다

는 근거로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정부의 네비라핀 가용성에 대한 규제가 비합리적이고, 정부가 

“재생산 보건을 포함하는 보건 서비스 접근”에 관한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할 자원 내에서 합리적인 법적 및 기타 수단”을 취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HIV/AIDS 유행과 확산으로 중대한 국민의 건

강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PMTCT 사업을 특

정 기관에만 제한하는 것은 포괄적인 HIV 수직감염 퇴치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

다. 

TAC 사례의 결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건강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우선 남아

프리카공화국 9개 주 중에서 3개 주에서(Western Cape, Gauteng, KwaZulu-Natal), “임신한 

여성과 그 신생아들이 네비라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계획을 공

표하게 되었다. 또한 재판부는 연구 및 훈련으로 지정된 위치 외 공공병원이나 진료소에서도 

이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제한을 없애도록 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 공공병원이나 

진료소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TAC 사례는 건강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여 건강권이 침해될 때 이를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적 소송을 통해 정부가 건강권 보장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운동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 다투는 건

강권 주제가 의약품의 공급 제한 등 협소한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자원의 우선순위

를 정하고 건강정책을 세우는 등 건강권 실행의 몫은 법원이 아니라 정부이다. 이러한 헌법 소

원은 그동안 정부가 안이하게 건강권 보장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

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따르는 정부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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