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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활정책’과 형제복지원 내 사업의 변화*

소준철1)

한글요약

이 글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정부의 ‘자활정책’과 형제복지원이 실시한 ‘자

활사업’의 관계를 다룬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배회하는 도시하층민이 늘어난 상황

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이 도시하층민을 관리하게 하고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 시설들의 수용자들이 성공적으로 

자활했다는 사례를 찾기란 어렵다. 이 논문은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고, ‘자활’은 

정부와 시설의 공모로 구성된 이념이라는 견지에서 당시 사회복지기관 중 선도모

델로 여겨졌던 형제복지원을 검토한다. 특히 국가의 목적과 시설의 목적을 드러내

고,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자활’ 사업의 의미와 한계를 살

펴본다. 다음으로, 시설 내에서 ‘자활사업’이 다각화되며 시설이 수용자를 어떻게 

대상화하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시설의 공모에 지역사업체가 연루되는 상황을 설명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자활’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 구조적인 이유가 

무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소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과 박사수료

  * 이 글은 필자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이 

공동으로 주관한 학술대회 ‘배제에서 포용으로: 형제복지원의 사회사와 소수자 과거청산의 

과제’(2018.11.19.)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한 것이다. 기록물철을 수집해 분류하고 정리

한 형제복지원 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토론하며 문제의식을 북돋워 준 형제복지원연구팀의 동료들과 기록물 확보에 도움을 

주신 주윤정 박사님께, 그리고 꼼꼼하게 글을 검토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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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형제복지원은 정부의 정책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었다. 이

곳은 1980년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이었고, 선진적인 시설로 꼽

히기도 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격리수용하는 시설이자 ‘자활’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운영되는 시설이며, 직업훈련을 통해 부랑인들이 재사회화

를 목표로 하는 장소였다. 

형제복지원이 운영되던 당시에 발간된 기관지인 새마음을 보더라도, 

수용자들이 필자로 나서서 시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기대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해서 싣고 있다. 이 기관지에 따르자면, 수용자

들은 시설 내에서 습득한 기술을 토대로 취업에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용자들의 증언에서 시설 내의 훈련을 통해 취업한 경우를 찾기란 쉽지 

않다.1) 

시설이 말하는 수용자의 ‘자활’이란 무엇일까? 그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

겠다. 무엇보다 ‘자활’은 형제복지원에서만 사용한 특수한 개념만은 아니

다. 한국전쟁 이후 구호사업에서 논해진 주된 목표 역시 ‘자활’이었다. 예를 

들어, 이승만 정권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군경원호대상자에게 ‘자

립·자활’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시책을 최소화했다(남찬섭, 

2005). 이때의 ‘자활’이란 국가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후의 피해자들이 각자도생하기를 요구하는 구호였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1) 이상직(2019)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학계와 정치계·시민사회에서 진행한 형제복지원 

수용자의 생애사와 생애담(증언)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이 연구는 생애사시간표를 이용해 

수용자 간의 생애경로를 도출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총 31명의 구술자(증언자) 

안에서 퇴소 후의 생계유지와 취업활동에 있어 형제복지원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과 익힌 

기술이 도움이 된 경우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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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부랑아·부랑인에 대한 대책으로, 그들을 조직화하고, 몇몇의 조

직은 개척지로 보냈다. 게다가 정부가 나서 부랑인들의 ‘합동결혼’을 성사

시키기도 했다. 앞의 두 정권은 고아와 부랑아·부랑인들에게 국가와 사회

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혹은 가족 스스로가 ‘자활’하라는 요구를 했을 뿐이

다(김아람, 2015). 그렇기에 ‘자활’은 국가가 인민의 삶을 돌보지 않거나 

돌보지 못하는 처지를 면피하기 위해 동원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자활’이 구호에서 정책이 된 시기는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8)이 제정된 즈음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자활지도사업’이란 “취로

사업을 실시하고 노임을 지불하는 자립보호방식”이란 의미였다. 그러나 

1972년 PL480, 즉, 미공법 480호에 의해 양곡제공방식이 변경되며, 자립보

호방식의 자활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전처럼 

해외원조를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재정을 마련하고 배분하

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동시에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근

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여

전히 ‘자활’은 정부가 제기하는 의식개혁의 목표이자 구호 수준에 머물렀다

(조경식, 2011).

정부는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며, 도시의 하층민이 ‘직업

보도사업’을 통해 ‘자활’하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정부의 

의도란 하층민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1인 1기(技)’를 습득하는 것이며, 도시

하층민이 근로자로 재사회화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때의 ‘자활’은 개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라고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시설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이 ‘자활’은 완전히 다르게 읽힌다. 이전까지 이루어진 ‘자

활’을 목표로 하는 취로사업은 단순한 정부가 제공하는 일이었지만, 이 시

기에 들어 ‘자활’은 정부의 정책과 시설의 사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됐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자활정책’과 시설의 ‘자활사업’은 수용자들이 퇴소 

후에 경제적인 독립 상태로 지낼 수 있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목표를 

서로가 정당화하며 존재했다.

‘자활’을 통해 국가와 시설이 관계를 갖는 방식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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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계에서는 ‘자활’에 대한 논의를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제도로서의 ‘자활’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 이전까지의 ‘자활’

은 사회복지의 영역이 아닌 행정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조경식, 2011; 조경

식, 2019). 그렇지만 ‘자활’의 목표가 기초생활자가 탈수급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볼 때, 과거나 현재나 ‘자활’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상태를 목표로 

한다(김인숙, 2008). 그러므로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자활정

책’과 시설의 ‘자활사업’이 연결된 레짐으로서의 ‘자활’은 1970년대에서 현

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자활 레짐’은 결과적으로 시설 내 수용자들의 ‘자활’을 성공

하게 했을까? 주지하듯이 형제복지원의 사례는 ‘자활’이 실패한 경우이며, 

단적으로 ‘시설 내 자활’이 가진 어두운 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형제복지원 문제가 사건화되었을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

던 것처럼 이러한 실패를 과연 극악한 운영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한 결과로

만 볼 수 있을까? 이 물음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앞서 말한 대로 형제복지원은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에 의해 우수하

다는 평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이었다. 무엇보다 형제복지원의 사업은 내

무부의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회관

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975)에 근거한 사업이었다. 그런데도 왜 형제복

지원 수용자들은 ‘자활’에 실패했을까? 여기에는 운영자의 개인적 비리 외

에도 드러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국가와 시설이 정책과 사업을 통해 어떻게 공모했는지, 

둘째, 시설이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를 어떻게 대상화

하고 이용했는지, 마지막으로 형제복지원 내에서 이루어진 ‘자활’의 결과는 

무엇이며, 그 이익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나누었는지 살펴보겠다.2) 이 연구

 2) 다수의 심사위원이 ‘자활사업’과 ‘수용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셨다. 연구

자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이 연구에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첫째, 자료의 문제다. 이 연구가 형제복지원 내 자활사업을 연대기로 탐색하고 있는데, 

현재 존재하는 구술자료로는 모든 시기에 고르게 자활사업장의 구성과 일을 설명할 수 

없었다. 둘째, ‘자활사업’의 수익금 문제 역시 알 수가 없었다. 이 문제를 밝히면, 시설이 

수용자들을 착취했는지, 제대로 보상을 줬는지를 가눌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의 내역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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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이 제공한 형제복지원 관계 기록물철 가운데 

3권, 5권, 7-1권, 12-1권, 14-1권, 14-2권, 16-1권, 31권, 89권, 100권을 

읽고 정리한 결과이기도 하다. 

2. 1960-1980년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자활정책’의 형성

Ⅰ. ‘조직화’와 명분으로서의 자활

이번 장에서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서 실시한 정부 ‘자활정책’의 

역사를 짧게 이야기하려 한다. 정부는 이전까지 도시하층민 중 노동가능한 

인력에게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공공취로사업만을 제공했다(조

경식, 2011). 그러나 이 사업은 비정기적인 취로사업에 불과했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도 한계가 존재했다.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 도드라진 건 

‘자활’을 목표로 하는 도시하층민의 집단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1970년대에 들어 정부가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하층

민들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장됐다.

1960년대 초, 도시에서 인구가 급증하자 정부는 실업상태의 도시하층민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도시하층민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거지가 

없이 도시를 배회했고, 또 다른 이들은 사조직에 들어가 넝마주이나 껌팔

이, 구두닦이, 혹은 날품팔이와 같은 비공식적 경제활동을 했다. 도시하층

민은 점차 우범적 존재로 여겨졌고, 그들의 사조직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

회적으로 그들은 도시에서 소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됐다. 보건사회부

(1955-1994)는 도시하층민에 대한 정책으로 부랑인을 모아 새로운 집단을 

급의 내역을 비교하거나, 구술을 통해 증언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 수준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의 취업률이다. 수용자가 

‘자활사업’에서 익힌 기술과 획득한 자격증으로 퇴소 후에 취업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상직(2019)의 연구에서 제시한 현재까지의 증언자 31명 가운데 취업에 도움을 

받았다는 경우는 없다. 앞으로의 조사와 정리를 통해 형제복지원의 자활사업 내 ‘수용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형제복지원과 다른 수용시설의 비교·대조를 시도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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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거나, 기존의 집단을 양성화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랑인 조직은 일시적이지만 정부에 의해 관리됐다. 잘 알려진 단체는 

1960년대초의 국토건설단과 근로재건대다. 국토건설단은 보건사회부 노동

국이 소관하는 실업자구제사업의 일환으로, 부랑인을 모아다 전국 각지에

서 벌어지는 국토간척사업에 투입했다. 근로재건대는 음성적인 넝마주이 

집단을 양성화한 경우다. 정부는 이 두 개의 집단이 소속원들의 ‘자활’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지만, 도시하층민을 가시화하고 연이어 도시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도시 내부에서 관리하려는 시도였다(박홍근, 2015; 정수남, 

2015). 정부는 두 개의 집단을 조직했지만, 막상 별다른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국토건설단은 정부가 국책사업에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사업이

었고, 근로재건대는 정부가 문제시되는 집단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

하기 위해 양성화한 치안사업에 해당했다(김아람, 2011; 임송자, 2013).

정부가 ‘자활’을 명분으로 삼아 도시하층민을 ‘집단화’하거나 양성화한 방

식은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존재했다.3) 1958년, 부산시가 조직한 ‘청소년 

갱생단’의 사례를 살펴보자. 부산시는 “12세 소년소녀로부터 50세까지의 

성인”인 부랑인을 모아 ‘청소년 갱생단’을 만들었다. 이 단체는 대한방범협

회 경남지부의 후원으로 발족했고, 부랑인들은 “거지도 인간이다, 다 뭉쳐

서 참된 사람이 되자”며 맹세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리고 “폐품을 단체적

으로 수집하여 처분한 이익금을 가지고 자활의 길”을 맹세했다.4) 그러나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은 없었다. 이들이 ‘자활’하는 방

법이란 폐품을 단체로 수집하고 처분해서 이익금을 만드는 것뿐이었다. 

박정희 정권기에 들어서도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다. 박정희는 1963년 

3) 연구자는 박정희 정권 초기에 정부에서 진행한 부랑인에 대한 ‘자활’ 사업은 국토건설단과 

같은 동원을 위한 조직화와 넝마주이 집단과 같은 양성화를 위한 조직화로 전제한다. 동시

에 국토건설단은 문제집단을 도시 바깥으로 내보낸 것이며, 넝마주이 집단은 정부가 자치

회 등으로 전환시켜 도시 내부에서 관리한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정부와 시설과 지역사

회의 연계를 이해하는 데 있으며, 도시 내부의 부랑인 관리에 대한 결과로서 형제복지원과 

같은 수용시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장은 도시 내부의 문제집단 관리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4) 동아일보 1958. 11. 24, ｢거지도 인간이다 뭉쳐서 참사람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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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에서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융화안정을 목표로 대혁신

운동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개인의 정신적 혁명을 전개”함으로써 가능하

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국민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자립·

자조의 정신을 확고히 하고”, “민주와 번영,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주체여야 

했다. 이 취임사는 2년 전, “혁명공약”에서 “빈곤문제의 해결”을 약속한 것

에서 후퇴한 것으로 여겨지며, 국가가 빈곤한 처지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생산하기보다 “개인이 개척한다는 자립·자조의 정신”으로 각

자도생하라는 언명을 내놓는 수준에 불과했다.

박정희의 대통령 취임 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정부를 운영하는 시기에 

대대적인 넝마주이집단의 관리가 시작됐다.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

은 넝마주이를 비롯한 부랑인들에게 정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특히 1961년 6월 20일에서 6월 25일 사이에 등록한 부랑자에 

한해 넝마주이를 직업으로 가질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의법(依法) 

대상이 된다고 겁을 줬다. 이때 등록은 서울시경의 소관이었다. 서울시경 

보안과 소년계에서 “18세 이상 남자로 폐품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를 등록했다. 부랑인들은 “사진 3매와 도장”을 가지고 시경 보안과 사무실

에 가서 자신을 등록해야 했다.5) 부랑인들의 “지문을 채취(採取)”하기도 

했다. 

부산에서 만들어진 ‘청소년 갱생단’과 비교할 때, 서울시의 넝마주이 등

록은 치안과 방범(防犯)에 목적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과정을 통해 서

울시에서는 882명의 넝마주이가 등록했다. 서울시에 등록한 넝마주이는 시

청으로부터 취업 중이라는 증명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들을 구별로 

관리했고, 등록된 넝마주이의 조직을 ‘서울시폐품수집직업인자치회’라 부르

게 했다. 구별로 지도위원을 4-5명씩 선발했고, 총 50여 명의 지도위원을 

선발했다.6) 그리고 이 자치회 내 구성원은 누구도 “부하를 둘 수 없고, 

수집품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자의 개입을 불허”한다는 원칙도 존

 5) 경향신문 1961. 6. 21, ｢넝마주이 등록기간 20일부터 22일까지｣.

 6) 경향신문 1961. 6. 27, ｢넝마주이 882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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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했다.7) 정리하자면 지방정부는 넝마주이들을 양성적인 집단으로 조직화

했고, 동시에 기존의 사조직을 불법화했다. 또 등록된 넝마주이에게 ‘취업 

중’이라는 자격을 부여했다.8) 

넝마주이 집단과 그 구성원들이 지방정부에 등록하고, 취업자라는 자격

이 생긴다고 해서 그 생활이 바뀌었을까? 게다가 정부가 넝마주이 집단을 

직접 관리하자 집단 내부의 문제가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았다. 정부에 등

록된 넝마주이는 소속이 어디든 간에 폐품을 주워와 집단의 이름으로 팔고, 

그 수입을 공통의 비용으로 예치하고, 인원수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리고 각 개인이 “1일 저축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한 것으로 알

려졌다.9) 그러나 자치회장이나 재건대장이 폐품 판매로 생긴 수입을 유용

하여 적발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자치회장 중 한 명이 

‘자치회’가 구성된 1961년 7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자치회의 판매 수입 

가운데 10% 넘는 금액을 유용했다.10) 조직 내에서 상하 관계를 구성할 

수 없고, 중간에서 착취하는 자의 개입을 불허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대

부분의 집단이 자치회장 혹은 재건대장이 돈을 관리하는 구조였다. 다시 

정리하자면 정부가 넝마주이들을 등록시켜 직접 관리하기 이전부터 존재한 

사조직의 착취 구조가 없어진 건 아니었다. 게다가 정부가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된 근로환경을 제공한 것도 아니었고, 이전의 조직에서처럼 각 개인

이 현금을 소유할 수도 없었다. 등록된 직후 관리감독의 주체가 경찰로 

바뀌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여전히 재건대장 혹은 조직의 우두머리가 관리

하는 구조였고, 그들에 의해 자금이 유용되고는 했다. 

정부는 부랑인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을 양성화하거나, 새로

운 조직을 구성했다. 그러나 이 조직화가 도시하층민, 특히 부랑인들을 자

 7) 동아일보 1961. 6. 16, ｢“등록취업토록 넝마주이 기피 말라” 당국 발표｣.

 8) 얼마 지나지 않은 1962년 5월 2일, 서울시는 넝마주이를 모집해 재건근로대를 또 만들었

다. 이들 조직은 “보통 40-100명 정도가 공동생활을 하고”,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이 

존재하는 구조였다. 폐품수집직업인자치회나 근로재건대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9) 마산일보 1961. 12. 14, ｢(미상)｣.

10) 매일경제 1967. 5. 22, ｢이상기업 (7) 넝마주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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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게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부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

를 찾아볼 수 없고, 집단의 대표가 수입을 유용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

고, 이런 착취 구조를 개선하려는 별도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자치회원과 재건대원 등의 조직원들에게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그 어떤 훈련과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 즉, 국가가 도시하층민을 조직화

하고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각 개인의 ‘자활’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직업훈련은 민간사설단체와 

외원단체의 영역이었다.11) 이전까지는 통제할 수 없었던 넝마주이와 같은 

문제대상을 가시화하고, 조직을 구성해 관리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자활’이란 구호를 이용했을 뿐이다. 

Ⅱ. 국가와 시설의 공모(共謀)

1960년대 후반이 되자 정부는 기술인력군을 형성하고자 직업훈련법을 

제정하고 직업안정소 제도를 마련했다(정무용, 2017). 이전과 달리 ‘기술’

을 통해 실업상태의 개인에게 취업기회를 주겠다는 목적이었고, 직업훈련

을 받는 실업자의 수를 늘리려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았다. 외원보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원을 찾고 

있던 사회복지시설들로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새로운 기회였다. 

도시하층민을 상대로 한 ‘자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자활지도사

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8)이다. 이 법은 당시 한국의 ‘자활정책’이 목표

로 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여기에서 방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영

세민”만이 정부가 진행하는 “근로사업, 취로사업”에 참여해서 “노임”을 받

아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자립보호였다(조경식, 2011). 하지만 이 법만으

로는 하층민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자활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11)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1964년 1월 1일 시행)에 따르면 외원단체란 “본부가 외

국에 있고 그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서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해구호, 또는 

지역사회개발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사회사업기관”이다. 특히 사업을 위한 

재정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기관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

다. 이들은 주로 해외의 ‘물품’을 들여와 분배하는 방식의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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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활정책’을 취로사업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으로도 확장했다. 즉, 직

업훈련을 통해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해 취업을 

이뤄내게 하겠다는 것이다.12)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이 도드라졌다. 시설들은 정부가 정

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구상했다. 시설은 정부의 지원사업이 없

는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여 스스로 수익사업을 실시하

고, 이를 통해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을 확보했다. 이 시기의 ‘자활’이란 사

회복지시설이 직업훈련을 빌미로 수용자를 이익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명

분이기도 했다.

정부의 ‘자활정책’에 사회복지시설이 본격적으로 공모를 한 시기는 ｢생

활보호법｣(1982)의 개정과 “직업훈련지원사업”(1981)과 “영세민 종합대책” 

(1982)이 연이어 마련된 1980년대다. 사회복지시설 가운데서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경우나 지역 내에서 주요 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다. 특히 국무총리행정조

정실에서 작성한 ｢구걸행위자보호대책｣(1982)에서는 전국 특별시·광역

시가 부랑인수용소와 같은 수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고, 수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위탁운영하는 형태이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을 제공해야만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전부터 운영해 오던 수익사업을 직

업훈련의 일종인 ‘자활 사업’으로 변용했으며, 정부는 이를 명목으로 보조금

을 지급했다. 시설이 제공하는 직업훈련은 수용자들이 자활할 수 있을 거라

는 사회적 상상으로 정당화됐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수용소 형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

건으로 그런 상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권 유린과 운영진의 지원금을 

12)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8)의 1조(목적)를 살펴보면 “이 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게 근로구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구호용양곡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으로써 

자활을 조성하고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2조에서 “근

로구호”와 “자활지도”사업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이 법에서 “근로구호”

라 함은 영세민에게 취로를 통하여 행하는 구호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자활지도사업”(이

하 “事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근로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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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문제들이 터지며, ‘수용소의 자활’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목표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수용자들이 수용시설 내에서의 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격리된 상태였다. 게다가 정부와 시설은 수용

자들이 개인으로서의 ‘자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시설에 입소한 사실

이 ‘자활’을 어렵게 한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동시에 우리는 문제집단의 개

체 수를 감소시키려고 했던 정부와 수익사업의 규모를 키우려고 했던 사회

복지시설의 민낯과 공모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3. 시설 내 ‘자활사업’의 전개

Ⅰ. ‘인가 조건’으로서의 직업보도소

이번 장에서는 정부의 ‘자활정책’과 형제복지원의 ‘자활사업’의 관계를 살

펴보겠다. 형제복지원은 본래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이란 이름의 미

인가 육아원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1965년 1월 6일이 되어서 법인체인 재

단법인 형제원이 설립됐다.13) 그런데 법인이 정부로부터 육아원 인가를 받

는 과정에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보도소의 설치를 요구받는 정황

을 발견할 수 있다.

1965년 2월 3일, 재단법인 형제원은 부산진구청 사회과에 형제육아원의 

“아동복리시설로의 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부산시는 1주일이 지나 

답을 보내왔다. 부산시장의 명의로 된 부산진구청장에게 보내는 행정문서

로, 형제육아원에 “직업보도를 위한 시설이 전연 없으며, 제시한 대책 역시 

구체적인 시행성이 없기에 이를 시정”하지 않고는 아동복리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14) 재단법인 형제원은 많은 문제를 지적받은 데 비

13) 이와 동시에 미인가 상태인 형제육아원을 아동복리시설로 인가받았다. 

14) “아동복리시설인가신청서”, 형제복지원(3)(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56). 이하의 

국가기록원 자료 관리번호는 괄호 내에 일련번호만 표기. 이 자료를 포함한 형제육아원·

형제원·형제복지원 및 운영 재단법인에 관련한 기록물을 형제복지원 대책위원회에서 서

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에 제공한 것을 글쓴이가 활용한 것이다. 기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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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꽤 빠른 시간 안에 대처했다.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2월 22일, 부산진구

청 사회과 지방행정서기가 형제육아원을 방문했고, 그는 상부에 “목공소를 

설치하여 직업보도소를 설치”했고, 미비한 다른 사안들 역시 모두 해결되었

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송했다. 1965년 3월 7일이 되자 형제육아원은 미

인가 시설에서 아동복리시설로 인가받은 육아원이 되었다. 그리고 1969년 

12월 9일이 되자 형제육아원은 정관에 기재된 재단법인의 명칭과 시설의 

종류를 ‘아동복리시설’에서 ‘육아시설과 직업보도소’로 변경했다.15) 이것은 

｢아동복리법｣에 따르면 육아시설과 직업보도소 역시 아동복리시설의 일종

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당시 ｢아동복리

법시행령｣(1969년 11월 10일 시행)이 전부개정되며 이에 의한 행정적 요

청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황은 정부의 요청과 시설의 일방적인 수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

정 기간 사이에 시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직업보도소 시설을 확충

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16) 시설의 직업보도

소 시설 확충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이 시기에 들어 정부와 시설 사이에 

일종의 공모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1965년에서 1969년 사이에 재단법인 형제원 내의 직업보도소는 ‘자활사

업’의 명목으로 운영되는 목공소와 자물쇠공장으로, 두 직업보도소 모두 

｢아동복리법｣에 근거한 시설이었다. 시설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직업보도

시설은 자물쇠공장으로 여겨진다. 자물쇠공장은 목공소와 함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명목이며, 동시에 수익사업이 가능한 사업체였기 때문이다. 

발굴하고 목록화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준 대책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15) “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 형제복지원(3)(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56).

16) 시설이 직업보도시설을 실제로 마련했는지,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 형식적으로 꾸며 인가를 

받았는지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정부는 훈련을 위한 시설을 요구했고, 시설은 그 조건을 

맞춰 인가를 받은 상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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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비

(미상) 생계비 OO보조금 합계

1969

153,300원 73,000원 300,000원 526,300원

12*365*20명 = 87,600원 

9*365*20명 = 65,700원
10원*365*20명 = 73,000원 직업보도특별보조금

[표 1] 1969년 국고보조금 내역

(“정관 일부 변경 허가신청서”, 형제복지원(3)(BA0951056))

형제육아원에서 실제로 진행된 직업지도 행위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아

동복리시설들은 ｢아동복리법 시행령｣의 21조에 따라 3년마다 인가를 갱신

해야 했으며, 정부는 인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실태평가를 진행했다. 형제육아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리시설 실태 

평가표｣를 일부 발견했는데, 1969년의 자료에는 “원내에서 기술보도 사업

을 진행 중이며, 특히 ‘자물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

다.17) 또한 이 자물쇠공장은 “직업보도시설”이며 이는 기본재산에 포함되

는데, 이를 활용해 “자물쇠를 제조·시중판매”하고 있다.18) 박인근은 “용당

동의 법인시설에서 직업보도소를 설치운영”했는데 “자물통(자물쇠)공장을 

만들어 ‘브라더’라는 이름으로 자물통을 생산”했다고 밝혔다.19) 즉, 형제육

아원은 자물쇠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얻었고, 직업보도소로서 자물쇠공장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직업보도특별보조금’을 받았다([표 1]). 

17) “아동복리시설 인가갱신”, 형제복지원(3)(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56).

18) “아동복리시설 실태평가표”, 형제복지원(3)(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56).

19) 박인근(시기 미상),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되었다!,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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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물쇠 공장 (1969년 12월)

(｢형제복지원사건-3(형제원) BA0951056｣) 

Ⅱ. 수익사업의 확대

1960년대 후반 경제기획원의 기술관리국장 전상근은 “직업훈련을 통해 

무기능 구직자와 소년공의 능력을 개발시켜야 취직이 가능하다”며 직업훈

련법의 제정을 제안했다(장미현, 2016: 305-306). 게다가 ｢직업훈련법｣
(1967)의 제정은 늘어나는 도시 내 이농인구를 관리하고, 실업상태의 이농

민을 기능공으로 육성해서 경제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였다. 

한 해 뒤인 1969년, 재단법인 형제육아원은 정관에 직업보도소의 설치를 

명시했고, 다음 해에 ｢직업훈련법｣에 근거한 ‘직업훈련소’로의 인가를 받았

다. 여기에서 부산시가 형제육아원 측에 직업훈련소의 인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 1970년 1월 8일, 부산시는 부산진구를 

통해 형제육아원이 “직업훈련법 제5조 4항에 규정된 공공직업훈련소의 인

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행정문서를 발송했다.

부산시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969년 행정

개혁조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청소년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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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원을 점차 폐쇄하여 직업보도시설로 전환하고 일시보호시설만 존치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로 인한 정책 변화의 영향이 아닌지 추정해 

본다.20) 그러나 형제육아원은 육아원의 기능을 상실하지는 않았고, 이 시

기 이후에는 형제육아원은 아동의 보호와 위탁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원/직

업보도소’(｢아동복리법)｣과 기능기술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소’(｢직업훈련

법｣)의 두 가지 기능을 갖춘 민간시설이었다.21)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육아원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됐다. 보

건사회부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

거나 통제를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외원

단체가 철수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자금을 동원해 사회복지 전달체계

에 연결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다(심재진, 2011: 279-307). 형제육아원은 

법인체의 성격을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곧장 바꿨다. 1971년 11

월에 열린 이사회의 기록을 보자.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육아 사업을 운영

하는 가운데 체험한바 사회복지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부랑아사업이 사회

적으로 긴○함을 느낀 바 있어”, “부랑아사업으로 사회명랑화를 기하며 또

는 선도사업으로 건실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며 재단법인 형제육아원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할 것을 의결하며, “부랑아(육아)시설 형제원 및 형

제직업보도소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유지 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했다. 즉,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자체적인 모금과 수익사업이 가능

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했다.22) 

20) 동아일보 1969. 12. 29, ｢14세 이상 보호아동 군대지원할 수 있게｣.

21) ｢직업훈련법｣에 따르면, 직업훈련소에는 노동청의 감독 아래에서 직업훈련공단이 설치/운

영하는 공공직업훈련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조합 등이 보건사회부령에 

따라 노동청장의 인가를 행한 ‘직업훈련(시설)’로 나뉜다. 형제육아원이 직업훈련소로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 

law.go.kr 참조.

22) 형제복지원(5)(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58)에 포함된 ｢사회복지법 시행에 대한 

조치｣(사회 1485-1659, 1971년 11월)에는 “육아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체험한 바 사회

복지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부랑아사업이 사회적으로 긴○함을 느낀 바 있어 본 법인에

서는 목적을 변경 부랑아 사업을 하고저 함”이라 정관 변경의 변을 담고 있다. 또한 당시 

이사회의 회의록(1971년 11월 16일)에는 “육아사업보다는 부랑아 사업이 긴요함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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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사업
정부 보조

기부금

/해외원조
기타 총액

1964 269,240 273,750 551,200 50,000 1,144,190

1969 517,200 (192.1) 154,300 (56.4) 713,122 (129.4) 5,779 (11.6) 1,390,401 (121.5)

1971 1,820,000 (351.9) 421,575 (273.2) 1,100,000 (154.3) 21,442 (371) 3,363,017 (241.9)

1972 2,361,000 (129.7) 1,595,000 (378.3) 770,000 (70) - - 4,726,000 (140.5)

1975 13,264,000 (561.8) 4,694,260 (294.3) 9,506,656 (1,234.6) 148,250 - 27,613,166 (584.3)

1977 15,276,000 (115.2) 5,901,260 (125.7) 10,890,508 (114.6) 196,000 (132.2) 32,263,768 (116.8)

1979 62,900,000 (411.8) 57,065,000 (967) 21,060,000 (193.4) 500,000 (255.1) 141,525,000 (438.6)

1982 111,600,000 (177.4) 1,955,612,000 (3,427) 36,000,000 (170.9) - - 343,161,200 (242.5)

1985 81,568,000 (73.1) 1,153,000,450 (59) 28,800,000 (80) 1,797,890 - 1,265,166,340 (368.7)

[표 2] 형제복지원 재단 기본예산서상 수입구조의 변화 
(단위: 원,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형제원 197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형제복지원(5)(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58); 

김일환, 2019: 80 <부록>을 일부 수정함.)

[표 2]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재단법인 형제원이었던 1969년과 사회복

지법인 형제원이 된 1971년 사이의 수입구조에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기본

재산이 351.9%, 정부보조금이 273.2%, 기부금 154.3%, 기타 371%의 증

가율을 보이며 총액은 241.9%가 상승했다. 불과 2년 사이에 3.5배가 넘는 

재단 수익이 가능해졌으며, 정부보조금은 2.7배가 늘어났다. 동시에 형제

원은 식당(19.12평), 조리실(6.08평), 의무실/사무실(8.54평), 실습장(37

평), 세멘장(세면장, 6.08평), 오락실/강당(16.05평) 등의 시설을 갖췄

다.23) 

이 시기를 기점으로 형제원은 자물쇠공장과 양계/양돈 사업을 운영하며 

재단의 수익을 극대화했다. 현재 정리된 기록물을 검토하면, 자물쇠공장은 

바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육아사업을 폐쇄하고 부랑아사업으로 사회명랑화를 기하며 

또는 선도사업으로 건실한 육성을 목적으로 변경하고저 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

는 이사회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복지법인으로의 변경에 관한 내용은 김일환(2019)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23) 1975년 공작실/재봉실/의무실(19.5평), 직업보도소(19.5평), 이발소/목공소(12.62평)으로 

총 51.62평이다. 이는 1971년 조리실(6.08평)과 의무실/사무실(8.54평), 실습장(37평)을 

합친 51.62평과 규모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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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에 시작되었고, 14명(1972년)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규모로 커졌

다.24) 이와 함께 양계/양돈사업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한 1970-1971년 

사이에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25) 양계/양돈사업의 도입을 1970-1971년으

로 추정하는 건 형제복지원(5)(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58) 문서

에 “사실증명원”과 “197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이전해의 양계/양돈 사업의 

수익이 있다는 점과 1969년도 분의 “예산안”에는 양계/양돈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로 추정해 본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수익이 증가한 

데는 양돈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1972년 당시 총 156평의 돈사에서 돼지 

147두(분만 가능한 돼지 60마리)를 키웠는데, 1년 동안 분만이 가능한 돼

지 한 마리당 6마리를 분만한다는 가정 하에, 이를 팔아 3,600,000원의 

판매금을 벌고, 여기에서 유지비 1,800,000원을 제외한 1,800,000원의 수

익금을 남기겠다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26) 

1970년대의 형제육아원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직업훈련소’의 기능

을 더했다가, 법인의 성격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바꾸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어떤 자료에서도 수용자의 자활과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찾아 

볼 수는 없었다. 형제육아원은 그저 목공소와 자물쇠 공장에 양계/양돈 사

업을 더 하며 수익사업을 극대화했다. 

Ⅲ. 물적토대의 구축

형제원은 1976년 용당동에서 주례동 18번지로 이전했다. 이전까지의 시

기를 정리하면 미인가육아원이 재단법인을 거쳐 사회복지법인이 되었고, 

아동복리시설(육아시설)과 직업보도소(인가 직업훈련소)로 기능했다. 주례

동으로 이전하며 형제원은 ‘부랑인수용소’로 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변경하

려 했고, 이를 위한 주례동 부지의 확장과 이로 인한 부지의 개발이 그 

24) 형제복지원(5)(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58).

25) 형제복지원(3)(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56)에 직업보도소에 대한 “사업계획서”

가 존재하고 자물쇠공장 사진이 다수 실려 있다.

26) “사실증명원”, 형제복지원(5)(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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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보다 급선무였다. 용당동 시절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규모가 113.3

평의 시설과 156평의 돈사에 불과했지만, 주례동으로 옮기며 15,390평의 

국유지 가운데 8,579평의 부지를 ‘부랑인 수용소’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됐

다.27) 이 주례동 부지는 형제복지원이 별도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정부로

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된 땅이었다. 

게다가 형제원은 ‘부랑인수용소’ 건설계획을 내놓았다. 원사 35동, 재봉

실 1동, 새마을직업보도소 8동, 목욕탕 1동, 재건초등학교 4동, 세면장 1동, 

사무실 1동, 식당 1동, 도서실 1동, 피복창고 1동, 식량창고 각 1동, 수위실 

1동, 화장실 2동, 체육관 1동 등, 총 60동 규모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거대

한 계획을 내놓는다.28) 

형제원의 이전과 주례동 부지의 사용, 그리고 부랑인수용소의 건설계획

에 대한 기록 어디에도 부산시가 형제원에 먼저 무언가를 요청한 흔적을 

찾을 수는 없다. 당시 형제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설계획이 나온지 1년이 채 안된 1977년 1월 

12일, 형제원은 상당수의 건물들을 신축했다. 시설의 소재지를 용두동에서 

주례동으로 변경하는 신청서에 기본재산현황을 첨부했는데, 원사 12동(480

평), 취사장 및 식당 1동(112평), 병원 1동(40평), 사무실 1동(40평), 창고 

1동(42평), 새마을직업보도소 7동(280평)을 건설했다. 1년이 안 된 시점에 

계획한 60개 동 중에서 23개 동의 “흙-블록과 가시오나무에 슬레이트 지붕

으로 된” 건물들을 신축했다. 이 시설의 시설장인 박인근은 1976년의 공사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부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오늘부터 부랑인 중 건강한 사람들을 설득하

여 작업에 동원하여 흙블록을 찍어서 집을 신축하겠다고 (하였으며) … 

주례동에서 28명 용당동 신선대에서 42명 총 75명을 선출되었다. … 그리

27) 보사부가 주도해 부산시가 형제복지원에 사용 승인을 내주었는지,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주도해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주었는지는 명확히 판단되지 않는다. 형제복지

원(7-1)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60) 참조

28) 형제복지원(7-1)(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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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준비해 두었던 흙블록 기계, 삽, 고갱이, 블록 나르는 지게 등과 봐뒀던 

흙더미들을 챙기고 블록 찍는 기술자 1명을 채용하였다. 목공기술자는 직

원 중에 사촌동생이 있어서 그에게 부탁을 하고, 나가 소원하였던 흙블록

을 찍고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착수하기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박인근, 

위의 글: 25-27). 

이 회고가 사실이라면 형제원의 ‘부랑인수용소’ 내 23개 동은 별도의 외

부 인력 없이 벽돌 기술자 1명, 목공기술자 1명과 75명의 수용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박인근은 이들의 노동을 “부랑인들의 고귀한 자원노역”으로 

부른다. 더구나 이 공사는 “부랑인들의 일시 수용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정부, 지방비, 일반 후원금 없이” 자원노역으로 신축했다고 밝혔다.29) 

이 공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형제원은 1979년, 형제복지원으로 이름을 

바꾸며 정관을 변경한다. 정관에는 요보호 성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추

가로 설립하고, 이에 따라 ‘부랑아 및 부랑인 선도사업 및 수용보호 시설’을 

설치했음을 명기했다. 게다가 이런 방식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우수한 “모

델”로 인정받는다. 부랑인 단속에 대한 행정체계 수립과 부랑인 수용시설의 

확충에 대한 주문을 담고 있는 ｢구걸행위자보호대책｣(1982)에서 형제복지

원의 자체 노역을 통한 시설 확충은 건축비를 절감한 사례로 타 지역의 

부랑인 수용시설의 모범이었다.30)

29) 박인근, 위의 글, 33-36. “그 당시 너무 급해서 슬레이트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은 많은 

후회를 합니다. 부랑인들의 고귀한 자원노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영구성 있는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이라면 부랑인들의 자원노역이 빛날 텐데 이 자원노역이 순간의 땜질로 끝나서

는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 역사에 남을 멋있는 자원노역의 역사로 

표적을 남기고 싶다. 부랑인들이 일시 수용기간 동안 정부 보조, 지방비 보조, 일반 후원금 

없이 스스로 이 건물을 자원노역으로 신축하였다는 그 표적을 남길 것이다. 현재의 건물은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2층~3층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현대

식으로 신축할 계획이다.”

30) 이뿐만 아니라 1980년대 초중반 형제복지원의 수용자 중 공사경험이 있는 일부를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건립 현장에 인부로 파견(혹은 동원)했다. 이들이 어느 기간 얼만큼

의 일을 했는지, 그 노동비용을 받았는지 아직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1980년대 초중반 

인천의 ‘삼영원’ 건설에 보내진 상황은 추정할 수 있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198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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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형제복지원 내 건물 배치도 (위 1982년, 아래 1985년)
위 형제복지원(12-1)(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65), 

아래 형제복지원(16-1)(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69)

1980년과 1982년 사이에 형제복지원은 1970년대 중후반에 지은 건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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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상당수를 허물고 더 큰 규모로 새로 지었다. 이로써 주례동으로 이전

할 때 세운 공간계획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새로 지은 건물의 수가 총 30여 

동이다. 1980년에는 숙소, 냉동실, 식당, 사무실, 창고, 공민학교 용도를 

위한 8동(2,113평), 1981년에는 숙사, 직업보도, 냉동실, 세탁장 용도의 건

물 10동(1,060평), 1982년에는 숙사, 목욕탕, 교회 용도의 건물 12동(1,691

평)을 신설했다([그림 2]).31) 

형제복지원은 1976년에는 주례동 부지에 건물 신축과 1979년에서 1982

년에 건물의 재건축에 수용자를 ‘자원노역’의 명목으로 동원했다. 시설의 

입장에서 형제복지원은 수용자를 동원해 형제복지원 및 형제요양원 등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물적 토대를 다졌다. 그러나 이 노역은 개인의 ‘자활’을 

앞당기는 노동도 훈련도 아니었다. 이 노역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거둔 

주체는 보조금을 절감한 정부와 정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손꼽힌 형제복지원

이었다. 정리하자면, 형제복지원의 성장에 있어 ‘자활’은 수용자 개인의 ‘자

활’을 이 아니라, 국가의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물적토대

의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기능했다. 

4. ‘자활 사업’의 다각화

Ⅰ. ‘자활’ 없는 노역 

형제복지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역 가운데 일부는 시설의 운영을 위해 

31) 형제복지원(12-1)(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65｣: 등기번호의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동(숙사), 2동(숙사), 3동(숙사), 4동(숙사), 5동(숙사), 6동(숙사), 7동(숙

사), 8동(숙사), 9동(숙사), 10동(숙사), 11동(숙사), 21동(직업보도·실습실), 22동(직업

보도·실습실), 15동(직업보도·실습실), 16동(직업보도·실습실), 17동(직업보도·실습

실), 23동(직업보도·실습실), 19동(세탁장·탁구장·이발소·재봉실·체육관), 12동(직

업보도·숙사), 13동(직업보도·숙사), 18동(숙사·창고), 14동(냉동실·숙사·직업보

도), 28동(목욕탕·오락실), 27동(사무실·사무실), 25동(숙사), 24동(자재창고), 26동(냉

동실·공민교실), 20동(냉동실·취사장·도서실), 30동(교회), 29동(피복·연탄·식량창

고·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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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졌다. 1976년에서 1982년까지 형제복지원이 주례동으로 옮기는 과정

에서 수용자들을 동원한 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형제복지원은 시설의 운

영에 별도의 노무자를 고용하지 않고 수용자들을 동원했다. 특히 수용자들

이 배치된 ‘소대’는 수용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단위이면서 동시에 작업의 

단위였다. 다음 절에서 설명할 수익사업을 위한 위탁사업장과 비수익사업

을 위한 직업보도소와는 분리된 상태였다. 

1소대 2소대 3소대 4소대 5소대 6소대

- - - -
출력

(이채식)

근신

(이채식)

7소대 8소대 9소대 10소대 11소대 12소대

이발사

(이채식)

“아오지탄광”

(신민당)

목공

(이채식)

목공

(9소대)

야간중학교/

검정고시반

(이향직, 

이채식)

신입

(이채식)

미화

(이채식)

13소대 14소대 15소대 16소대 17소대 18소대

악대부

(이향직)

“아오지탄광”

(신민당)

목욕탕

(이채식)

세탁소

(이채식)

인분/운전면

허

(이채식)

철공소

(이채식)

질병격리

(이채식)

19소대 20소대 21소대 22소대 23소대 24소대

- - - -
여자아동

(이향직)

남자아동

(이향직)

25소대 26소대 27소대 28소대 29소대 30소대

- -
청소년

(이향직)

청소년

(이향직)
- -

[표 3] 형제복지원 내 소대 분류

(괄호 안은 증언자)

[표 3]은 형제복지원 수용자인 이향직과 이채식의 구술과32) ｢부산 형제

32)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한 1980년대 부랑인·장애인 관리체계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자의 2014년 사업과 2017년 사업의 결과물에서 인용했다.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

(2014), “OH_14_008_이향직_06”, 1980년대 부랑인·장애인 관리체계와 형제복지원 사

건 관련자 I;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2017), “OH_17_008_이채식_06”, 1980년대 부

랑인·장애인 관리체계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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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원사건 신민당 진상조사 보고서(제1차 보고서)｣에서 시설 내부의 소대

를 가리키는 부분만을 발췌해 재구성한 것이다.33) 마치 군대의 소대와도 

유사하다. 형제복지원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원생의 이발(7소대)과 의류의 

세탁(15소대), 인분의 처리(16소대), 목욕탕 관리(14소대), 목재 작업(8/9

소대)과 철재 작업 등은 각각 배당받은 소대의 몫이었다. 게다가 외부인사

가 형제복지원에 방문할 때 공연을 하는 별도의 소대를 운영했다. 외부의 

인쇄소에 찾아가 ‘출력물’을 찾아오는 ‘출력소대’(5소대)와 시설의 필요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모인 ‘운전면허소대(16소대)’도 존재했

다. 그리고 몇 개의 소대는 ‘작업’과 상관없이 남녀 아동과 남녀 청소년이 

지내는 단위였다. 또한 감옥의 독방과 같이 ‘근신소대(6소대)’도 존재했다. 

2000년대의 구술자나 신민당 조사 당시의 증언자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

통점은 강한 정도의 ‘노역’이 존재했다는 점이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29, 180). 앞의 [표 3]에서 보면 근신소대(6소대)에서만 노역이 이루

어질 것 같지만, 구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대에 상관없이 노역이 있었

다. 신민당의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는 수용자들이 7소대와 13소대를 두고 

“아오지 탄광”이라고 부르며, 이곳에 소속된 수용자들은 마걸이(모래주머

니)를 메고, 다 떨어진 군복 차림(일명 똥복)으로 구보 등 기압과 구타, 

돌깨기, 축조작업, 철근 작업 등 노동을 해야 했다.34) 즉, 목적이 없는 노동

이 존재했다. 이채식은 근신소대가 아닌 의무소대에 배치되었음에도, “일반

소대와 같이 훈련도” 받았지만, “훈련이 없으면 뭐 무너지면 인자 흙짐 같은 

거, 그래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냥 뭐 할 일 없으면 훈련이고, 할 

일 없으면 뭐 그냥. 편히 쉬게 한 시간이 그렇게 딱히 없었”다고 말한다.35) 

수용자들의 빈 시간을 없애는 처벌과도 같은 이 노동에는 시설에서의 훈련

을 통한 ‘자활’이라는 목표가 사라져 있었다. 대신 수용자들의 노역은 대규

모 수용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될 뿐이었다.

33) 신민당(1987),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신민당 진상조사 보고서(제1차 보고서), p.3.

34) 앞의 글, p.9.

35)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2017), “OH_17_008_이채식_06”, 1980년대 부랑인·장애인 

관리체계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II,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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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익사업과 위탁 사업체의 연루 

형제복지원을 통해 볼 때 ‘자활’이란 패러다임은 국가와 사회복지시설이 

공모하는 자리였다. 더구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능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의 ‘자활 정책’과 시설의 ‘자활 사업’이 조응했다. 게다가 정부와 시설은 

수용자들의 ‘자활’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하기보

다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물적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동원했다. 

그러다 1983년에 들어서자 형제복지원은 자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했다. 정부는 ｢구걸행위자보호대책｣(1982)에서 전국 각지에 형제복지원을 

모델로 삼아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수용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자활촉진 

사업을 통해 조기 복귀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고, “부랑인 시설은 종교단체

나 독지가 등의 민간에 의해 운영”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자활촉

진”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는 앞으로의 변화를 암시한다.36) 

형제복지원의 대규모 건설은 정부의 기조와 마찬가지로 ‘자활 사업’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이 글 뒤에 붙인 [부표]를 통해 형제복지원이 수용자들

에게 제공한 자활 사업의 분야와 대략적인 운영(사업장 구분, 개시일자, 

목적, 시설규모, 지도요원, 연간 배출인원, 1일교육시간, 교육기간, 생산품

(및 수익금))에 대해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기록물에 자활작업장 운영 기간

이 또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표] 그대로를 믿을 수는 없다.37) 

이 표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생산품(수익금) 처리”에 대한 부분이

다. 1번에서 20번까지는 “판매센터를 통해 자립적금으로 적립”, 21번에서 

25번까지는 “기능자격 취득 후 취업 알선”으로 분리되어 있고, 맨 아래 부

분에 “25개 사업장: 자활 사업 20개, 직업보도 5개”라고 적혀 있다. 또한 

“수익사업장 - 20개소, 241명 종사(봉제공장 등), 비수익사업장 - 5개소, 

319명 종사(운전교육장 등)”라고 적힌 것을 기초로 할 때, 1-20번까지는 

36) 국무총리행정조정실(1982), ｢구걸행위자보호대책｣. 

37) “형제복지원 실태조사(재산·회계·자활 사업 분야)”, 형제복지원(89)(부산기록원 관리

번호: 6260255-99999999-0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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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목적의 사업장이며, 21-25번까지는 직업보도시설이라고 추정할 수 있

다. 즉, 형제복지원의 시설은 직접수입을 위한 ‘자활’시설과 간접수입을 위

한 ‘직업보도’시설로 나뉜다.38) 다시 말하자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인정되는 수익사업과 ｢구걸행위자보호대책｣ 이후에 확장된 모델로 

비수익사업으로서의 ‘자활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제복지원은 주례동으로 이전하면서 “새마을직업보도소”란 이름의 수

익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1977년 4월, 케미슈즈 

생산회사인 동창산업(東昌), 목각공예생산업체인 남도공업, 액자생산업체

인 대영산업, 낚시보세가공업소인 경화조구, 풍선생산업소인 동선산업 등

이 입주했다.39) 이 가운데 시설에서 낚시제품을 위탁하여 생산하는 일은 

용당동 시절인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 이때의 생산품은 일본에 수출하

는 제품들이었다. 시설 내에서 작업의 책임자는 박인근의 친동생이었고, 

작업반의 규모는 7-8명이 1조로, 총 20여 개 조가 일을 했다. 작업자들은 

대개 어린이들이었고, 이들의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시설에서는 작업량을 

늘리며 작업조들을 경쟁하게 했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51-52).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복지원의 슬레이트 건물을 모두 허물고 2층 슬라

브 건물의 신축이 완료되자, 수익사업의 규모가 더 커졌다. 건물의 확장과 

함께 수용자의 수가 늘어났고, 이를 토대로 사업의 규모가 커졌다.40) 1987

년 형제복지원이 사건화된 이후 작성된 기록에 따르면, 폐쇄 직전까지 총 

28개 부분의 자활작업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됐다. ｢자활 사업 내용 

및 수입금 처리 문제｣라는 기록에서는 “봉제, 자개, 편물, 완구, 흑표지, 

38) 끊임없는 역동이 이뤄지는 형제복지원은 종료 직전인 1987년에 이르러 총 28개의 사업장

을 운영하고 있었다. 1983년 계획서의 9개 사업장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커진 상태다. 익명

의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은 시설을 중심으로 나눈 것이

고, 정작 수용자들에게 별 차이가 없는 구분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나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을 이용해야 수익사

업-지역업체의 연계 양상을 가시화할 수 있다. 

39) 한국일보 1977. 11. 8, ｢자활의 마을 마련｣(형제복지원(8-2), p.131에서 재인용). 

이 업종들은 1979년의 사업계획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0) 당시의 직업보도시설의 목록을 통해 (1) 구비한 설비의 종류, (2) 직업보도소 인가를 통한 

보조금, (3) 외부기업의 유치를 짐작할 수 있다. 



268

스텐판(스테인리스판) 조립, 조화, 철공, 목공, 양화(洋靴, 제화), 스텐판 임

가공”의 총 11개 작업장이 외부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아 수익을 냈다.41) 

가장 대표적인 작업은 “봉제작업(혹은 재봉)”이며, 특히 “와이셔츠 제조

작업”이다. 형제복지원 운영자인 박인근에 따르면, 대우실업에 공장 자체를 

임대하기보다, 형제복지원이 “재봉틀 230대와 편물기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설치한 후” 업체에 임대료와 인건비를 청구했다.42) 이를 통해 형제복지원

이 대우실업의 직영 하청업체가 아닌 업무 위탁 방식의 하청업체로 운영되

었으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기술자에 대한 기초 교육은 초기에 원청

인 대우실업에서 기술자 10여명을 파견해 1주일 동안 (수용자들을 대상으

로) 교육을 하는 방식이었다.43) ‘수익사업’을 위한 직업보도소에 투입된 수

용자들은 시설 내부에서 생활기록이 좋은 이들이었다(앞의 글: 256). 재봉 

작업에 관해서는 1987년 조사를 통해 작업장의 작업 내용과 시간표를 알 

수 있는데, 작업 내용은 주로 실밥 따기, 단추 달기, 미싱질 등의 기초적인 

작업이며, 작업일과는 “8시 30분에서 18시까지 일하며, 점심시간과 빵을 

먹는 시간(15시)”이 주어졌다.44) 게다가 이 재봉실에서는 텐트, 돗자리와 

오자미까지도 제작했다. 여기에 수용자들의 의복의 수선 또한 진행했다.45) 

형제복지원의 새마을직업보도소는 3장에서 제시된 직업보도소와 동일한 

시설은 아니지만, 수익을 내는 통로라는 점은 유사하다. 형제원 시절의 직

41) 형제복지원(100)(부산기록원 관리번호: 1-6260272-20-1987-000008).

42) “재봉틀 230대를 수입”한 사실은 아직 찾을 수 없다. 형제복지원(115)(부산기록원 관리

번호: 6260272-9999999-000004)을 살펴보면, 1978년 1월, 형제복지원이 재봉틀을 일본

으로부터 들여온 정황이 보인다.

43) 형제복지원(31)(관리번호 없음), p.44. 

44) 형제복지원(100)(부산기록원 관리번호: 1-6260272-20-1987-000008)에 따르면 작업 시

간과 쉬는 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 이 때문에 작업시간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45)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2017), “OH_17_008_박태길_06”, 1980년대 부랑인·장애인 

관리체계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II에는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 “저는 재봉실에 

뒤에 쭉 있었거든요. 저는 미싱은 못해 가지고. 거기 재봉실에서도 우리 원생들 옷 같은 

거 빵구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상의 몇 개 하의 몇 개 이런 거 체크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들은 바깥에서 물건 들어오는 거 만들고 했어요. ... 재봉

실에서 텐트 만들고 그 다음에 돗자리 ... 오자미 ...” 등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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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도소는 아동복리시설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시설이며, 시설 내 수용

자들을 동원해 자물쇠를 생산하고 돼지나 닭을 길러 판매하는 자체 사업장

이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의 직업보도소는 시설 내부의 수용자를 동원하

지만, 자체상품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자체 사업장이 아니라, 인근 지

역 사업체의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위탁작업장이었다. 형제복지원의 

직업보도소에 입주하는 사업체들은 이용료를 내지만, 시설 내부의 수용자

들을 값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점했으리라 추정한다. 동시

에 시설은 수용자들의 직업훈련 참여 실적을 쌓고, 이용료와 인건비를 통한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형제복지원의 직업보도소는 정

부와 시설이 공모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사업체가 연루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Ⅲ. 비수익사업과 정부 보조금의 확보 

“(목적)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운전기사의 수요부족과 시설 직업 훈련

과목으로 이수 후 취업이 가장 빠르고 용이하며 투자에 비해 사회 진출의 

효과가 크다.”46)

형제복지원은 수익사업과 동시에 비수익사업 역시 진행했다. 형제복지

원의 비수익사업 중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운전학원’이다. 더구나 

1982년은 운전면허 취득 붐이 일어난 시기다. 동아일보는 1983년 2월 

10일자 기사에서 “운전면허취득 추세는 70년대 초반까지 완만하게 늘어나

다가 78년 한 해 동안 26만 8천 명이, 79, 80, 81, 82년에 각각 30만 명 

이상씩 늘어나 82년 말 현재 전국의 운전면허소지자는 2백 30만 명을 넘었

다”고 보도한다.47) 

형제복지원은 자동차 운전·정비 기술학원에 관심을 갖고, 법인 정관에 

“부랑아·부랑인의 직업보도사업”을 추가했다.48) 그리고 곧장 부산시에 

46) 형제복지원(14-1)(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67).

47) 동아일보 1983. 2. 10, ｢중간계층<6> 자동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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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보도사업계획서｣(1983년 2월)49)를 제출했다. ｢사회복지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1983년 1월 31일 발행, 1983년 2월 1일 구청 접수)를 

통해 법인 정관에 “2조 5항(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직업보도사업을 위한 자동차 운전·정비 기술학원을 설치 운영사업”50) 조

항을 신설하려 했다. 1월에 실시한 임시이사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인근

은 “1인 1기 교육을 시켜 장래에 국가와 사회가 요청하는 참일꾼으로 육성

하고저” 직업보도사업을 신설하겠다는 목적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사회

복지사업법｣ 17조의 규정에 수익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신고 

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외부 일반 희망자를 모집하여 그 수입금을 운영경

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데 관심을 가졌다.51) 형제복지원은 ‘자활 사업’의 

하나로 운전·정비 기술학원의 운영을 준비했고, 이 학원을 시설 내부 수용

자를 위한 직업보도소이자 시설 외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으로 

구상했다.52) 그러나 부산시는 ｢사회복지사업법｣ 17조에 의거한 자동차 운

전·정비 기술학원의 직업보도소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왜냐하면 “｢사회

복지사업법｣ 17조와 직업보도사업”은 별개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

조 규정에 의거해 신청하기 바라며”, 2조 4항에 따라 “부랑아, 부랑인 직업

48) 기존의 법인 정관은 다음과 같다: 1. 부랑아·부랑인 선도사업 및 수용보호 시설 설치 

운영, 2. 성인불구시설(정신, 지체) 설치 운영, 3. 의료법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진료 및 

재활사업, 4.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49) 형제복지원(14-1)(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67).

50) 형제복지원(14-1)(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67).

51) 형제복지원(14-1)(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67).

52) 형제복지원(14-1)(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67)에는 다음과 같은 정관변경의 변

이 실려있다: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 대표 박인근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확인한바, 1 동 법인은 정관상 부랑인 선도 사업 및 수용시설 설치운

영의 목적 사업은 있으나 직업보도시설운영사업은 없이 부산직할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 

(그런데 도) 부랑인 선도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부랑인의 수용기간 중 1인 1기의 

직업보도 를 실시치 못하고 있어 동 허가를 함에 있어 피수용자의 직업보도(운전교습 등) 

교육을 실시 면허증 취득자에 한하여 취업알선으로 성실한 직업인의 한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2 동 법인에 대하여 82년도 직업보도 시설에 따른 보조금 

50,000원 (국고 40,000천 원 지방비 10,000천 원)을 지원, 직업보도시설(운전교섭소, 정비

고, 실습 장 차량구입)을 완비하여 현재 교육구청의 운전학원 인가만 득하면 곧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되어 있음으로 정관변경 허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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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사업”으로 기재하길 요구한다. 이로 인해 형제복지원은 운전학원을 

통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확장에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형제복

지원은 개정된 ｢직업보도사업계획서｣(1983년 3월)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

이 적는다. “관내 영세민 중 희망자를 모집”하기로 했지만, “당원 수용자에 

한하여 우선 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차기 검토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결국 계획보다 축소된 수용자 50여 명만을 선발해 운전교육반 

1기 발대식을 2월 28일에 시행했다.53) 

형제복지원은 운전학원 운영을 두고 기획단계에서 목적한 일반인 대상자

의 수용은 실패했지만, [표 2]에 따르면 19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받았다. 형제복지원 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략 5년 동안 766명이 교육과

정을 수료했고, 자격을 취득한 이는 318명이며, 이 가운데서 306명이 취업

을 하거나 귀가를 했다. “취업을 하거나 귀가를 했다”는 이 애매한 표현의 

통계 항목은, 형제복지원의 직업보도소가 ‘기술 습득’과 ‘취업’을 목표로 한

다기보다는, 자활을 근거로 하는 보조금 획득의 일환으로 운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54) 무엇보다 수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퇴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취업으로 이어지기란 어려웠다. 택시회사의 회사 직원이 운전면

허증을 어디에서 땄는지 물을 때, “형제복지원에서 면허 땄습니다”라는 말

을 할 수 없었다. 부산지역에서 형제복지원의 수용자들을 “양아치, 거지, 

쓰레기”로 인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55) 다른 지역의 택시회사에 간다 

해도 택시회사들이 경력을 요구하는 통에 운전을 할 수는 없었다. 형제복지

원에 수용된 기간 중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던 김성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오토바이 배달업자로 5년의 경력을 쌓은 뒤에야 택시기사로 취업할 

53) 운전교육과 같은 직업보도소에서 교육을 받는 일은 다른 훈련과 달리 “신청”을 통해 진행

됐다. 운전교육은 유일하게 시설 바깥에서 시험을 치루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과정이

었다. 9주 간의 교육기간을 걸쳐 운전면허시험을 1회 내지 2회 응시하게 했고, 교육기간이 

끝나면 본래의 소대로 돌아갔다. 다만 면허증은 사무직이 회수해 갔고, 퇴소를 할 때야 

면허증을 받았다. 

54) 형제복지원(14-2)(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951067).

55)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2017), “OH_17_008_김상수”, 1980년대 부랑인·장애인 관리

체계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II,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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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56)

형제복지원은 인간의 실업상태와 불안정한 주거상태를 배제의 조건으로 

상정하고, 이 조건에 맞는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었다. 동시에 정부의 ‘자

활정책’과 시설의 ‘자활사업’이 공모한 장소이었으며, 시설이 확장되자 수익

성을 위한 작업장에 지역사회의 사업체가 연루되었다. ‘자활’은 하나의 레

짐으로서 정부와 시설과 지역 사업체가 뒤엉킨 현상 자체를 대표하는 말이

다. 더구나 ‘자활’을 통해 이 레짐의 규모가 커졌으며, 정부·시설·사업체

가 정당성을 얻는 원천이었다. 반면에 이 레짐에 갇힌 수용자에게 ‘자활’이

란,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텅 빈 구호에 불과했다.

5. 나오며

위와 같이 정부의 자활 정책과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자활 사업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 정부는 부랑인과 같은 도시하층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이 

취로사업에 필요에 따라 참여해 노동의 삯으로 자기구제하거나, 특정한 집

단으로 조직화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을 관리할 수 없고, 새로 조직화된 집단 역시 이전의 사조직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전쟁고아가 줄어들고, 외원단체

의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시설이 ‘자활 정책’에 조응하는 

‘자활 사업’을 생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와 시설의 공모는 다소 심난

한 결과를 낳았다. 형제복지원은 ‘자활’을 통해 시설의 ‘미래’를 만들었지만, 

수용자들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훈련은 제공하지 않았다.

형제복지원은 정부의 정책에 조응하며 발전해왔다. 초기에는 정부의 보

조금이 충분치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용자들을 자체사업장인 직업

보도소에 동원하여 수익금을 얻기도 했다. ｢직업훈련법｣과 ｢사회복지사업

56)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2017), “OH_17_008_김상수”, 1980년대 부랑인·장애인 관리

체계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II,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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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된 이후, 형제복지원은 직업훈련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얻고,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더 큰 부지로 이전을 했다. 이 과정에

서 시설은 수용자들을 ‘자활’을 위한 ‘훈련’과 희생을 빌미로 노역에 동원했

고, 이 덕분에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했다. 전두환 정부는 이를 두고 

시설 건축에 있어 ‘비용을 절감’한 우수사례이자 ‘자활’의 성과라며 치켜세

웠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용자들의 ‘자활’이 없는 노역이 비용절감과 시설의 

물질적 성장, 그리고 ‘자활사업’의 다각화로 이어졌다. 

시설의 ‘수익사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시설이 할 수 

있는 자구책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자활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

금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시설들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보

다, 지역사회의 사업체들에게 시설 내의 공간을 임대하게끔 하고, 수용자들

을 노동인력으로 제공했다. 시설의 입장에서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면

서, 수용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입주한 지역사업체에 떠미는 방식이었다.

마지막으로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비수익사업’은 시설이 정부의 보조금

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운전교습학원의 경우는 형제복지원이 당시 

한국사회에서 지닌 상징성을 이용해서 수용자들을 명목으로 하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동시에 지역주민을 유입해 수익을 얻으려 시도했다. 그렇지

만 형제복지원의 운전교습학원은 정부의 제재에 의해 수익사업으로까지 확

장하지 못했고, 수용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획득을 위한 사업에 

그쳤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자활’이라는 레짐과 그 작동방식은 현재까지 지속되

고 있다. 특히 정부와 시설의 불쾌한 공모와 연루는 형제복지원뿐 아니라 

대구시립희망원, 장항 수심원 등의 과거 수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될 

여지가 있다. 수용시설에서 ‘자활’이란 시설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확

장의 이유가 되고, 또한 수용자들을 노역에 동원하는 명분이 된다. 그렇기

에 이 허약한 ‘자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보다, 실적과 명

분을 위해 정부와 시설이 공모를 할 때 ‘자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시설의 

사익에 이용될 여지가 무척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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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근은 2000년대에 “형제복지원 내부 시설에서 훈련이 계속되었다면 

수용자들이 참을성과 인내력을 기르게 하고, 부랑인과 거지가 사회를 만들

었을” 것이라고 회고한 적이 있다. 그러나 노역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시설

에서 퇴소한 수용자들은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사실상 사회복지기관을 신설하거나 유지하게 하는 명목인 이 ‘자활’이 무엇

인지 되묻게 된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시설의 문제를 볼 때, 과거와 현재

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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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ponsored “Self-Sufficiency Policy” and 

Hyeongje-Welfare Institutional Change

So, Jun Chol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government’s ‘Self-Sufficiency Policy’ and the ‘Self-Sufficiency Project’ 

in the  1960s and 1980s. After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urban 

vagabonds increased, but the government could not protect them. 

At that time, ‘self-sufficiency’ was a level of individual self-salvation 

as a slogan. The government made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manage the urban underprivileged people, and the government 

chose methods for runn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However, 

examples of the successful self-sufficiency of inmates at these 

facilities in the 1980s remain understudied. This paper examines the 

Hyeongje-Welfare Institution, which was considered a leading model 

among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t the time. From the standpoint 

of ‘self-sufficiency’, the regime of the self-sufficiency consists 

primarily of mutual offerings of the government and institutions. In 

particular, it reveals the purpose of the state and the purpose of the 

related facilities created. It explores both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self-sufficiency” projects that the state provided 

inmates. It then examines how the projects diversification occurred 

within facilities and how inmates were selected. It also illustrates 

the roles local industries played in the state-business contributive 

processes. The findings expose the structural factors that eventually 

led to the failure of inmate-directed self-support projects.

Key Words
self-sufficiency, self-sufficiency policy, self-sufficienc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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