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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초통계·자료

1. 2020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이혜경, 이상준

요약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
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또한 국가의 보
조금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적정성, 법령과 예산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지님. 따라서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투명
성과 신뢰성 제고, 장애인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음.
2020년도 장애인단체 사업실적 평가는 조직영역과 사업영역을 나누어 실시하는데 조직영
역의 경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한 27개 단체의 조직운영 결과보
고서 및 증빙자료, 사업영역의 경우 27개 단체에서 한 해 동안 수행한 84개 단위사업의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평가 결과, 조직영역(20점 만점)과 사업
영역(80점 만점)의 총점(100점 만점)은 평균 88.4점으로 나타나 2016년도부터 90점 전후
로 점수의 변화가 미세하게 있었으며, 2018년(88.9점)도 보다 1.2점 낮게 나타났음. 하지만
2019년도에는 장애인단체가 1개 증가했고, 연도별 평가대상 사업수가 다르고, 기한 준수에
대한 감점지표가 추가되었음. 2020년에는 사회적 윤리라는 평가요소가 추가되어 연도별 결
과를 단순비교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며, 조정계수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평균점수는 77.0
점으로 지난해 대비 0.5점 상승하였음.
2021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법인허가 장애인단체를 대상
으로 보조사업을 공모한 결과 29개 단체에서 87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평가 결과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2021년 83개 사업에 대한 평균값은
78.9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점수대별 사업 분포를 보면 60점대 사업이 5개, 70점대 사업이
34개, 80점대 사업이 43개, 90점대 사업이 1개로 나타났으며, 2020년 완료 사업을 기준으
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27개 단체의 83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평가되었음. 신규
2개 단체에서 제안한 사업 중 1개가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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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0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개요
1. 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은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
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
부하는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제
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규정에 의해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장
애인단체의 경우,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법령과 예산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및 제8조(법인 사무의 감사·감독)에 의해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예산
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무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의 결과와 계획을 매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의 궁극
적 목적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장애인단체의 책임성 강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2) 평가 대상
○ 2020년도 장애인단체 평가 대상은 2020년 사업결과와 2021년 사업계획임.
○ 2020년도 사업결과 평가는 조직영역과 사업영역을 나누어 실시하는데 조직영
역의 경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한 27개 단체의 조직
운영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사업영역의 경우 27개 단체에서 한 해 동안 수
행한 84개 단위사업의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 한편, 2021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법인허가 장
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공모한 결과 29개 단체에서 87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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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3)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으
로 갈음하며, 전년도 대비 4인의 평가위원을 추가 구성하여, 총 12인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로 구성하였음. 평가 대상이 되는 단체 사업
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4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각 영역마다 3인의 평가위원
을 배정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평가위원은 모든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평가위원은 영역별 해당 사업에 대해 2020년도 사업실적과 2021년도
사업계획을 함께 평가하였고, 2021년도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2. 평가지표 구성 및 내용
1)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결과 평가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결과 평가지표는 조직영역(20점)과 사업영역(80점)으
로 구성되어 있음.
- 조직영역: 리더십, 인력관리, 재정관리, 사회적 윤리로 구성
- 사업영역: 사업수행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적절성, 사업환류의 적절성, 사업
예산운영의 적절성으로 구성

2)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계획 평가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기준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따라
항목과 내용에 차이가 있음.
- 계속사업: 1) 사업계획의 적절성(30점), 2) 실현가능성(30점), 3) 투입비용의
적절성(20점), 4) 홍보노력, 지역자원 활용가능성(20점)의 네 가지 평가항목
으로 구성
- 신규사업: 1) 단체의 전문성(5점), 2) 단체의 책임성(5점), 3) 사업의 적합성
(35점), 4) 실현가능성(35점), 5) 투입비용의 적절성(10점), 6) 홍보노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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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원 활용가능성(10점)의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함.

3. 평가의 원칙
1) 평가의 기본방향
○ 2020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는 기존의 평가지표를 그대로 활용하
되, 장애인단체의 사회적 윤리책임 강화를 위해 ‘사회적 윤리’ 항목을 추가하였
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중복성과 차별성, 사업의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산식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이전 지표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평가를 실시함.
○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으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전년
보다 4인이 추가·구성되어 총 13인이 참여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여 정부 장애인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평가의 목적에 부합
하고자 하였음.
○ 그리고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윤리준수 및 보안을 위한 서약
을 하였고, 위원들 간 혹은 위원들과 장애인단체 간의 사전 교류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가 객관적이고 독립적
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으며,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대면심사 시에는 논의 및 질
의응답을 통해 평가와 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자선정위원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결과와 계획을 평가하도
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연속성을 갖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
애인단체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점수를 매김으로써 평가를 효율적으
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평가의 주요 특징
○ 장애인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위원을 4개조(4인
1조)로 편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 2020년도 사업결과 평가는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하는 서면평가로, 2021년 사
업계획 평가는 사업별로 계획을 발표하고, 위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한 피드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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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평가는 대면평가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
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평가는 온라인(비대면) 평가로 실시하였음.
○ 또한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함으로써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단체 사업과 정부정책
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4개조의 편차를 줄일 수 있어 평가가 객관적
이고 타당하게 진행될 수 있었음.
○ 올해에는 평가지표에 ‘사회적 윤리(감점 5점)’ 항목을 추가하여 중앙회 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사건이 발생된 경우’를 확인하여 단 1건이라도 발생할 경우
5점을 감점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평가를 통해 향후 장애인단체들이 성희롱 및
성추행사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적 윤리 및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음.

Ⅱ.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
1. 2020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
○ 사업실적은 조직영역과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조직영역에 대한 평가
는 27개 단체별 조직영역 결과보고서를, 사업영역은 84개의 사업별 결과보고서
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음. 평가결과는 평가위원 4인이 각각 100점 만점으로 채
점을 하고 4인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음.
○ 2020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 조직영역(20점 만점)과 사업영역(80점 만점)의
총점(100점 만점)은 평균 88.4점(표준편차(이하 SD)=5.67)으로 나타나 2016년
도부터 90점 전후로 점수의 변화가 미세하게 있었으며, 2018년(88.9점)도 보다
1.2점 낮게 나타났음. 하지만 2019년도에는 장애인단체가 1개 증가했고, 연도별
평가대상 사업수가 다르고, 기한 준수에 대한 감점지표가 추가되었음. 2020년에
는 사회적 윤리라는 평가요소가 추가되어 연도별 결과를 단순비교하기에는 한계
가 있음.
○ 각 영역별 평가결과로 조직영역 평균은 16.5점(SD=1.83), 사업영역 평균은
71.9점(SD=5.13)이었음.
- 조직영역의 최솟값은 12.3점, 최댓값이 20.0점으로 만점(20.0점)을 받은 단
체가 2개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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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영역은 최솟값이 56.8점, 최댓값이 79.0점으로 점수대별 사업 분포를 살
펴보면 50점대 사업이 1개, 60점대 사업이 21개, 70점대 사업이 62개로
2019년과 비교하여 만점(80.0점)을 받은 사업은 없었음.

2. 2021년도 사업계획 평가결과
○ 2021년도 보건복지부 보조사업 공모 결과 제출된 29개 단체의 87개 사업계획
서가 대상이 되었으며, 2020년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27
개 단체의 83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평가되었음. 신규 2개 단체에서 제안한
사업 중 1개가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평가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에 대한 결과는 본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 사업계획 평가에 대한 종합 결과를 살펴보면,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2021년
83개 사업에 대한 평균값은 78.9점(SD=5.83)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점수대별
사업 분포를 보면 2021년 사업계획서 기준 60점대 사업이 5개, 70점대 사업
이 34개, 80점대 사업이 43개, 90점대 사업이 1개로 나타났음.
○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의 적절성(30점 배점)은 평균 24.0점(SD=2.13)으
로 나타났고, 최솟값이 18.0점, 최댓값이 27.75점이었음. 실현가능성(30점 배
점)은 평균 23.0점(SD=1.75)으로 나타났고, 최솟값은 18.5점, 최댓값은 27.25
점으로 나타났음. 투입비용의 적절성(20점 배점)은 평균 16.8점(SD=2.20)으로
나타났고, 최솟값은 10.0점, 최댓값은 19.0점이었음. 홍보노력, 지역자원 활용
가능성(20점 배점)은 평균 15.1점(SD=1.82)으로 나타났고, 최솟값은 9.5점, 최
댓값은 19.0점으로 나타났음.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음.

Ⅲ. 결론 및 제언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는 2009년 보건복지부 평가로 시작하여, 2010년
부터 본원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올해 11번째 이루어진 평가임. 올해의 가장 큰
변화는 사업영역별 평가위원이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처음 확대된 것이며, 총
13인의 평가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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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는 것임.
○ 또한 최근 5년간 평가결과는 평가지표의 변경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소폭 하락한 점이 확인되었음. 그러나 감점 지표의 추가, 자부담 비율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며, 사업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
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신규단체의 진입으로 사업이 확대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
가될 수 있음.
○ 이에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성을 가진 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관의 진입과
신규사업 확대를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평가를 지속·강화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정책제안 및 반영
2020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단체의 노력이 필요함. 단순
히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최근 5년간
평가점수에 있어 두드러지게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국고보조사업 대부분의 사업이 큰
변화 없이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인 바, 장애인단체의 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 측면에 있어서 고도화된 전략과 지표를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국고보조금으로 수
행되는 사업에 대해 장애인단체에서는 더욱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 확대, 발전시
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단체 직원들의 역량강화, 국고사업에 대한 책
임감,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함께 장애인 단체간의 교류 활성화, 유사사업
수행기관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2020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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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Evaluation on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to
Support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Summary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are eligible for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expenses, part or all, required for their projects and operational or organizational
activities to promote welfare and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In addition, as
such projects are operated by government subsidies, these organizations are
subject to deliberat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projects, conformity to relevant
laws and budgets, and so forth. Accordingly, the evaluation on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to support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is
conducted on a yearly basis for the purpose to secure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projects and to promote the commitment of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In 2020, the evaluation on the project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was conducted in two basic sectors: organizational area and project area.
In the organizational area, the evaluation was based on the organizational
operation reports and evidential materials of 27 organizations that conducted
projects with government subsidie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in the area of projects, the evaluation was based on the performance reports and
evidential materials of 84 individual projects in total conducted by the 27
organizations during the year. The total score (perfect score: 100 points) of the
two areas — organizational area (20 points allotted) and project area (80 points
allotted) — was 88.4 points on average. There have been imperceptible
fluctuations at around 90 points since 2016, and this time, the score was 1.2
points lower than that in 2018 (88.9). However, one more organization for the
disabled was registered in 2019, and the number of projects to be evaluated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year. Besides, a demerit mark regarding the deadline
was added in the year of 2019. In 2020, ‘social ethics’ was also added as a new
evaluation factor. This, therefore, makes it difficult to compare the performance
merely by year. When the adjustment factors were calculated, the average score
was 77.0 points, which was 0.5 point higher than that in the previous year.
In order to select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to support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in 2021,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that were register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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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invited for public
participation, and among them, 29 organizations submitted 87 project plans in
total. The evaluation was conducted on these project plans. As the total score was
100 points, the average score of 83 projects in 2021 was 78.9 points. As to
project distribution among different score groups, there were 5 projects of 60
points or higher, 34 of 70 points or higher, 43 of 80 points or higher, and 1 of
90 points or higher. 83 projects by 27 organizations currently conducting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under deadline within the year of 2020 were
evaluated as continued projects. Among projects proposed by 2 new
organizations, 1 was confirmed as a new project.

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The following are suggestions on aspects that need to be improved based on
the 2020 evaluation on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to support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First,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need to put forth effort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to support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In addition to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ultimate and clear goals of each project and as well as the basis for
assessment on the project performance. Although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change to the scores during the past 5 years, most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are repeated continually year after year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s
as a matter of fact.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phisticated strategies and
indexes in terms of feasibility so that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can conduct
projects in an effective and efficient manner.
Second, efforts need to be put forth into further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to support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This
requires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to further strengthen their efforts into the
continuation,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with
a keener sense of commitment and duty. For example, education programs may
be conducted to promote the capability development, commitment to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and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evaluation
among employees of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In addition, efforts need to
be put forth to promote smooth communication among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as well as networking among institutions conducting similar projects.

1. 2020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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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장애통계연보
김현지, 김용진, 오윤지, 김태용, 이혜수

요약
생애주기별 다양화 및 개별화된 장애인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복지정책수립
을 위한 관련 통계 생산 및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
(CRPD)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복지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통계 및 지표를 수집·생산하고 장
애인복지정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행정통계를 수집 및 재가공하여 제공함.
2021 장애통계연보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을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기초
자료로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실태분석 뿐만 아니라 각 장애인복지정책의 모니터링과
연동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 성과와 연동되도록 하
였음.
2021년에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현황, 지적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통계 등을 추가 수집하였고, 국외통계로 EU, 독일, 프랑스의 장애통계를 추가하여
좀 더 다양한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장애통계연보를 통해 정부가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 및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
으로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평가해봄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2021 장애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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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작성배경
○ 생애주기별 다양화된 장애인 욕구 증가에 따라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필수적
인 관련 통계 생산 및 분석이 필요함.
○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
하 CRPD) 제31조(통계와 자료수집)에 의하면, ‘적절한 자료수집’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실태 및 장애인의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임을 규정함.
○ 그러나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정도에 대
한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집된 통계자료(CRPD의 제31조)들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통계자료의 내용 및 수준으로 장애인복
지정책의 평가가 불가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United Nations,
2014).
○ 각 부처에서 발간된 통계들은 실태조사 및 투입지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모니터링 역할로써의 산출 및 성과지표들은 제
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임.
○ 최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복
지정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시급함.
○ 장애인 인권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충족을 고려한 핵
심통계들의 수집이 요구됨.
- 인천전략과 CRPD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장애통계연보 틀을 구축하고,
주요 지표들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
이 제기됨.

Ⅱ. 작성목표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자
료로써,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과 장애인 삶을 진단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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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통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실태분석 뿐만 아니라 각 장애인복지
정책의 모니터링과 연동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을 포함.
○ 정부부처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행정자료를 수록하여, 장애
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수준과 정부부처의 정책과 노력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통계자료와의 차별성을
이루도록 함.
-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현재 우리나
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들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함.
○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프랑스 등 국가들의 장애인 통계 지표들을 수록하
여, 국외 국가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 가능토록 함.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생애주기별 복
지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통계 및 지표를 수집 및 생산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제안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목적으로 함.
- 이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Ⅲ. 작성방향 및 체계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관련 선행연구
를 토대로 대분류 및 중분류를 도출한 후 소분류(세부지표)를 개발.
- 사회지표 대분류(11개), 보건복지통계연보 대분류(9개), 장애인통계(7개), 통
계로 보는 사회보장 대분류(13개) 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분류를 구성함.
- 중분류 및 소분류는 각각의 상위분류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각각의 분류들
의 수준과 내용은 통일성을 기함.
○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아동, 여성, 정신장애인 관련 차별 조항에 대한
개선 및 관련 정책 강화 등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중분류 체계에 포함.
○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부처들

2. 2021 장애통계연보

15

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세부 지표들을 제시.
-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및 수당, 발달재활서비
스, 장애인일자리 사업, 편의증진사업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소득보장제
도들을 포괄.
○ 기존에 생산되고 있던 장애인 소득 및 소득불평등 지표 수집.
- 장애인 소득,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등.
○ 장애인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주거실태조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디지털정보격
차 실태조사, 장애인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을 수집.
○ 수록된 통계 및 지표는 장애인 특성별(장애유형, 성별, 장애정도 등) 접근이 가
능하고, 향후 대표성·연속성·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함.
○ 특히 ‘사회보장’ 대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
회서비스 등의 중분류(3개)로 체계화 하였으며, 여타 중분류와 다르게 장애인복
지서비스들을 명시하는 준(準)중분류를 추가 구성함으로써, 다른 중분류와의 차
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사회보장영역을 강조함.

[그림 2-1] 장애통계연보 사회보장 영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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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절차를 통해 구축된 장애통계연보 체계는 다음과 같음.
- 대분류는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구, 건강 및 보건, 가족, 주거, 교
육, 노동과 직업재활, 재정, 소득과 소비, 문화 및 사회참여, 사회보장, 인권
보호, 접근성, 재난 및 안전 등임.
- 중분류는 각 대분류에 1~6개로 구성되며, 대분류에 대한 주요 장애인복지서
비스와 사업들을 의미.
- 소분류는 각 중분류에 1~10개로 구성되며, 주요 투입 및 산출지표로 구성.

[그림 2-2] 장애통계연보 체계

Ⅳ. 세부작성원칙
○ 2021년 장애통계연보의 자료 수록은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함.
○ 각 세부지표는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로 제시되도록 함.
○ 필요시 전국가구와 비교를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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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부지표에 대한 주요 설명 및 지표명을 제시하여, 통계 의미와 이해도를 높임.
○ 주요지표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시함.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임. 특히 한국의 장애인복지 관련 행정자료를 수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
장애인복지를 진단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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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Annual Report of Disability
Statistics
Summary
As needs of the disabled are various and continue to increase depending on the
stages of life cycle, the importance of production and analysis of related statistics
is emphasized in the context of establishing welfare policies accordingly. The
Annual Report of Disability Statistics is to collect and release various statistical
data and indexes in line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 reflection of the welfare needs of the disabled in each step of
their life cycle. It also collects, reprocesses, and releases administrative statistics
regarding achievements of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The 2021 Annual Report of Disability Statistics offers comprehensive and
collective data regarding the current welfare level of the disabled in Korea. This
annual report presents not only actual conditions of needs among disabled people
but also input and output indexes useful for the monitoring of each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Particularly, it includes administrative data of major governmental
offices related to the disabled so that it reflect the general achievement of
disability policies that are currently implemented in Korea.
In 2021, additional data were collected, such as the current status of
after-school activities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tatistics of
receiving and handling reports of missing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so forth. To make a comparison to the current status of other various countries,
disability statistics of Germany and France were included as overseas c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rectly evaluate how actively the government
implements its policies and related services in reflection of disabled people’s needs
in use of the Annual Report of Disability Statistics as baseline data to further
establish disability welfare policy.

2. 2021 장애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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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This study aims to indirectly evaluate how practically and actively the
government implements its policies and related services in reflection of disabled
people’s needs. It will be utilized as baseline data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particular, as it includes administrative data
regarding welfare for the disabled in Korea, this study is expected to play a major
role in diagnosing the current welfare level of disable peop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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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2021)
김현지, 강정배, 김태용, 이혜수

요약
서울시는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2009년 자립생활체험홈을 시작으로 2013
년부터 2017년까지 1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2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본 연구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정, 탈시설 효과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분석하고, 서울시 탈시설 정책인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입주자, 이용예정인 입주대
기자, 그리고 퇴거자의 생활을 추적 조사하는 종단조사를 실시함. 이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자함. 2021년 4차 조사를 실시하여 171명을 조사 완료하였음. 본 연구에
서는 4차 조사결과와 함께 1-3차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관적 삶의 만족도,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주제로 종단분석을 실시하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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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세기 중반에 들어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역에서 자립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 자립생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짐.
○ 한국은 2011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30인 이상의 시설을 설립하지 못하
도록 하는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의 대안
이 되지 못하여 시설장애인의 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함.
○ 서울시는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자립생활
체험홈 제도를 실시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을 완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
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
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으로 정의됨.
○ 국내에서는 탈시설 관련 연구가 실제 탈시설한 장애인이 어떠한 과정으로 탈시
설을 하는지, 어떻게 지역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자료
는 부족함.
-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탈시설한 장애인의 삶
을 알아보고자 2018년부터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를 시작하여, 2021년 4차
조사를 완료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분석
- 서울시의 탈시설화 정책 과정과 지역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 변화 과정,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정책을 분석함.
○ 4차 조사 조사표 개발 및 수정
- 1-3차 조사에서 활용한 조사표의 큰 틀을 유지하며, 2020년 조사표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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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정·보완 및 삭제·추가가 필요한 문항을 검토·분석함.
- 코로나19관련 문항으로는 삶의 만족도, 방역관련 어려움 경험,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걱정되는 것을 추가함.
○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조사 실시
- 조사대상은 2018년, 2019년 조사대상자를 포함하여, 2021년을 기준으로 서
울시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입주자, 퇴거자, 입주대기자를 대상
으로 1:1 대면면접 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분석 및 종단분석
-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결과를 분석함. 이때 2018-2020년 조사결
과를 함께 제시하여 시계열적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1-3차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관적 삶의 만족도,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주제로 종단분석을 실시함.

Ⅱ.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1. 서울시 장애인 지역자립 사업
○ 전환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맞춤형 전환서비스인 자
립생활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과 통합을 지
원하는 것임.
○ 전달체계
- 장애인전환지원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전환서비스 운영체계와 자립생활주택 운
영지원,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품질관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함.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는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
도록 준비과정 지원, 퇴소 이후의 사후관리와 위기 사례의 공동지원 역할을 담
당함.
-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련 사업의 기획과 운영사업자를 지도·감독함.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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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
간임.
- 2021년 11월 기준으로 자립생활주택은 가형(29개), 다형(34개) 중심으로 운
영되며, 이용자는 주택별 2~3인이 이용하고 있음.

2.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 배경 및 추진경과
-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주거유지 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
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 2016년 8월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7월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
지 시범사업을 진행함.
- 2018년 5월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공포하고, 2019
년 4월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 계획을 수립함.
- 2021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7개 자치구에 공급형 지원주택 127호를 제공
하고, 131명이 입주하고 있음.
○ 지원주택 개념 및 주거서비스
- 지원주택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
득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임.
-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는 지원주택 입주자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로
서, 지원주택과 관련한 주거편의 사항으로는 현관·욕실 문턱제거, 안전손잡
이, 센서 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임. 또한 지원주택에는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입주자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점검함.

3.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
○ 서울시는 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3년~2017년)을 통해 5년
간 604명을 탈시설, 2차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1차 계획은 전국 최초 선도적 탈시설 정책추진으로 정부차원의 탈시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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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견인 및 타지자체에 사업 확산 등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 증진 기여 및
탈시설 추진 분위기 확산에 의의가 있음.
- 2차 계획은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을 목표로 탈시설 지원체계
내실화, 시설입소예방, 거주시설 변환 시범, 지역정착지원 확대를 추진함.

Ⅲ. 조사개요 및 조사표
1. 자립생활주택 이용 현황
○ 2021년 6월 기준으로 자립생활주택 이용자는 총 293명임. 이 중 170명은 자
립생활주택을 이용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퇴거자이며, 현재 자립생활주택
을 이용하고 있는 입주자는 119명, 이용대기자는 4명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87명(29.7%)으로 가장 많고, 50대 이상 76명
(25.9%), 40대 73명(24.9%), 20대 57명(19.5%)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191명(65.2%), 여자 102명(34.8%)임.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165명(56.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뇌병
변 장애 77명(26.3%), 지체장애 40명(13.7%) 순임.

2. 4차 조사 조사표
○ 1-3차 조사를 통해 조사표의 보완 필요성과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문항에 대한 항목 추가, 특정 문항 추가 과정을 진행함.
-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문항에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장애 관련
복지서비스를 추가함.
- 코로나19관련 문항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 기간에 경험한 방역 관련 어려
움’, ‘코로나19로 인한 앞으로 어려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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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 탈시설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조사대상자 현황
- 조사대상자는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 입
주할 예정인 입주대기자, 현재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는 입주자, 자립생활주
택에서 나온 퇴거자 중에서 주소 불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68명을 제외
한 225명임.
- 조사대상자 분포를 살펴보면, 입주자가 전체의 약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분포는 남자가 65.3%를 차지함. 장애유형은 지적 78.0%, 뇌병변이 13.8%
임.

2. 일반현황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조사완료인원은 171명임.
- 응답자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61.4%), ‘여성’(38.6%)임.
-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
대(19~29세)’(25.1%), ‘30대’(24.0%), ‘50대’(17.0%), ‘60대 이상’은 7.0%임.
- 학력수준은 ‘고등학교’가 41.5%로 비중이 가장 높고, ‘무학(만 7세 이
상)’(22.8%),

‘초등학교’(16.4%),

‘중학교’(12.9%),

‘4년제

이상의

대학

교’(4.7%), ‘3년제 이하의 전문대’(1.8%) 등의 순임.
○ 장애 특성
- 장애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선천적 원인’이라는 응답이 77.2%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는 ‘후천적 원인’(16.4%), ‘출생 시 원인’(6.4%) 순으로 조사됨.
- 장애 발생 원인이 후천적인 경우의 장애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출생 후 20
년 이상’(42.9%) 장애 발생이 가장 많았고, ‘출생 후 5년 이내’(29.4%), ‘출생
후 20년 이내’(17.6%)의 순임.
- 응답자의 주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뇌병
변장애’(21.6%), ‘지체장애’(11.7%), ‘자폐성장애’(1.2%), ‘언어장애’(0.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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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장애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98.2%
로 나타났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은 1.8%로 나타남.
-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은 응답자 대부분이 음성(합계, 90.7%)을 매개
로 의사소통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조사영역별 주요결과
<표 3-1>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4차) 조사영역별 주요 결과
조사영역

주요내용

사회관계

∙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 대해 긍정(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적인 응답은 75.9%, ‘형제/자매/친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76.7%, ‘배우자와의 관계’
에 대해서는 77.8%로 나타남.
∙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의논하는 사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70.2%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그 다음으로 ‘주변 친구/지인’(11.7%), ‘기타’(5.8%), ‘배우자’(2.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정서적 도움 및 지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 긍
정(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적인 응답은 72.5%,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는 88.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는
95.8%로 나타남.

주거환경

∙ 주택점유형태: ‘기타’(자립생활주택, 행복주택 등)의 경우가 68.4%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국민임대주택’(10.5%), ‘월세·반전세’(8.2%), ‘전세’(8.2%), ‘영구임대주
택’(4.1%), ‘사글세’(0.6%) 등의 순임.
∙ 주택마련방법: 응답자의 88.9%는 ‘정부제공’의 수단을 통하여 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인 스스로’ 주택을 마련한 비중은 8.8%로 나타났고, ‘가족의 도움’으
로 마련한 비중은 1.8%, ‘대출’로 마련한 비중은 0.6% 등으로 나타남.
∙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응답자의 62.6%가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
공’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주택자금 제공’(19.9%), ‘주택개조 사업 확대’와 ‘집
주변 편의시설 확대’가 각각 7.6%임.
∙ 자립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주택 알선 지원’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설 관리(시설 수리 등)’와 ‘집안청소 및 관리’가 각각 9.1%,
‘공과금 및 임대료 관리’(7.1%), ‘식사 지원(식사준비, 먹기, 치우기)’(6.1%) 등의 순으
로 나타남.

건강

∙ 전반적 건강상태: 지난 6개월 간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 78.9%로 나타남.
∙ 만성질환: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주요 질병(질환)은 기타를 제외하면 ‘고
혈압, 저혈압’(15.2%), ‘정신질환(우울증 등)’(11.1%) 등의 순임.
∙ 운동: 지난 1주일 간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41.5%이며, 주기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이유로는 ‘운동을 싫어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영양관리상태: ‘영양관리상태 양호’가 34.5%, ‘영양관리주의’가 32.2%, 33.3%가 영양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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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영역

주요내용

의료

∙ 의료기관 이용: 응답자 중 43.3%는 지난 6개월 간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검진: 조사 대상자 중 88.9%는 건강검진 경험이 있으며,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심리상태

∙ 자아존중감: 전체 응답자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2.85점(4점 기준)이며, 성별로 남성
2.80점, 여성 2.92점으로 조사됨.
∙ 자기결정: 전체 자기결정 점수는 2.75점(4점 기준), 남성 2.79점, 여성 2.69점임.

일상생활

∙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활동지원인’이 6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사’(22.0%), ‘요양보호사’(2.3%) 등의 순임.
∙ 외출: 거의 매일 외출한다는 비율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 3-4
회’(20.5%), ‘주 1-2회’(14.0%)순임.
∙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주거지원’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상
생활 활동지원’(19.3%), ‘직업재활/취업’(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주된 걱정: ‘일상생활 지원’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
거’(21.1%), ‘건강 악화’(18.7%), ‘장래 재정’(1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여가활동

∙ 여가활동 유형 및 시간: ‘텔레비전 보기’가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컴퓨터 또
는 인터넷’(18.7%),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 활동’(11.1%) 등의 순임.
∙ 여가활동 만족도: 만족한다는 의견이 89.8%로 높게 나타남.

평생교육

∙ 평생교육 참여 및 비참여 이유: 71.3%가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
며,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41.0%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6.4%),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
로그램이 없어서’(1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및 참여 희망 평생교육 프로그램: 답자의 63.7%는 참여 의
향을 보였고, 참여 희망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취미 및 여가활동’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고용

∙ 현재 근로상태: 지난 주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비율은 48.5%임.
∙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의 고용 관련 사항
∙ -향후 구직 의향: ‘구직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55.0%, ‘잘 모르겠음’ 25.0%, ‘구직
의향이 없다’ 20.0%로 나타남.

경제상황

∙ 개인소득: 전체 응답자 중 84.2%(‘월평균 소득 없음’ 3.5% 포함)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생활비: 지출이 발생하는 영역은 식료품비가 100.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생필품비’(86.5%), ‘교통/통신비’와 ‘의류비’가 각각 8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사회참여

∙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장애인활동지원’이 8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
연금’(82.5%), ‘에너지 바우처’(7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7.05점으로 조사됨.
∙ 코로나19 관련 어려움
- 감염확산 기간에 경험한 방역 관련 어려움: ‘정보 획득(감염 발생상황, 방역지침 등)’
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7%임.
- 코로나19로 인해 걱정되는 사항: ‘걱정되는 부분 없음’(11.7%)을 제외하면, ‘감염위
험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가생활 및 대
인관계의 어려움’(29.2%), ‘교육·훈련 지연, 중단’(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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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 사회관계
- 가족, 친구/이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서적 도움 및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기
는 비중(긍정)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18: 44.1% → ’19: 37.2% → ’20: 63.0%
→ ’21: 68.0%).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활동의 참여를 권장하고,
상호간에 친밀한 교류를 통해 정서적 지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정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주거
-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한 전체 인지율은 2020년에 비해 22.7%p 높은
65.7%이며, 향후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 의향은 2020년에 비해 26.3%p 높
은 79.8%임.
- 주거 영역의 응답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주거안정
에 대한 지원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됨.
○ 건강
- 건강영역의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식생활 관리, 운동의
필요성, 운동 방법 등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
음. 이에 건강증진 활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의료
-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엇
보다 중요함. 당사자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증가하고, 만족할 만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임.
-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지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
다면 건강관리가 힘들 것으로 생각됨. 병원이용을 위한 이동 편의와 정기적
인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심리상태
- 자아존중감 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퇴거자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3.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2021)

29

인 것으로 나타남.
- 자아존중감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심리적 안
정에 필요한 지지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일상생활
-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도움 유형별로 어
느 정도 도움을 받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안청소 및 관리’(70.0%), ‘식
사’(68.9%) 등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에
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서도 ‘집안청소 및 관리’로 나타난 것으로 보
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집안관리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여짐.
-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움을 받는 부분은 ‘집안청소 및 관리’(70.0%), ‘식
사’(68.9%) 순으로 나타남. 이는 퇴거자와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등’과의 양상
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퇴거자의 경우 ‘집안청소 및 관리’, ‘식사’, ‘전반적 일
상생활에 대한 욕구’가 ‘이용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주거지원’(36.6%), ‘일상생활 활
동지원’(19.3%), ‘직업재활/취업’(10.5%)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장 걱정되
는 항목과 유사한데, 현재 걱정되는 항목으로는 ‘일상생활 지원’(22.8%), ‘주
거’(21.1%), ‘건강악화’(18.7%) 순임.
- 퇴거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건강 및 일상생활에 관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시설 퇴소 이후 자립생활에서 주거와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재정과 건강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여가활동
- 여가활동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89.8%로 직전년도 80.5%와 비교하여 약
9%p 높게 나타남(이용자 등: 94.0%, 퇴거자: 85.4%).
-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로 누구와 여가활동을 하는지 조
사한 결과, 48.8%가 ‘혼자’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활동지원사/시설
종사자’(39.4%), ‘친구/동료’(9.4%) 등의 순임.
- 텔레비전 보기 등 수동적 여가활동 보다는 야외활동 및 스포츠와 같은 능동
적 여가활동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됨(임영명, 차태현, 2018
에서 재인용). 이에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와 야외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
이 필요함.
○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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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중 63.7%는 향후 평생교육에 참여할 의향을 보이며(이용자 등:
73.4%, 퇴거자: 46.7%), 이들 중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취미 및 여가활동’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최근 들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기반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으로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뿐 아니라 사회통합 역시 강조
하고 있음(최윤영, 이세희, 2020에서 재인용).
- 평생교육이 공통된 관심 주제에 대한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자립생활의 필요한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 고용
- 지난주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는 응답은 48.5%로 전년도
(40.9%) 대비 근로 비율은 7.6%p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율(’18: 34.0% → ’19: 52.0% → ’20: 63.3% → ‘21: 71.6%)과 근로시간
이 시간제(’18: 37.1% → ’19: 37.5% → ’20: 68.0% → ‘21: 81.6%)인 경
우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근로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탄력근무제·근
무시간조정’, ‘직업훈련/재훈련’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남.
- 직업훈련 등 직업 경험을 통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구직을 원하지 않거나 취업 동기가 낮은 장애인들의
개인의 심리적 강점 또는 삶의 만족감을 향상시킨다면, 이를 통해 고용의 동
기가 부여될 수 있을 것임(류승아, 2021).
○ 경제상황
- 지출이 가장 많은 영역은 식료품비이며,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역시
식료품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퇴거자’의 경우 생활비 지출, 주택구입 및 이사와 금전관리 모두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한다’는 비율이 각각 50.0%, 43.5%,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에 퇴거 이후 경제관리 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참여
-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는 자립생활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지
역사회 활동 중 주로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으로는 ‘일’이 36.8%로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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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개인유지 활동’(21.1%), ‘문화관광 및 스포츠/레포츠 활동’(11.7%),
‘학습활동’(9.9%) 등의 순임.
-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경험한 방역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정보
획득(감염 발생상황, 방역지침 등)’의 경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7%로 나타났으며, ‘방역장비 구비·이용(마스크, 손소독제의 구매 및 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걱정되는 것으로는 ‘감염위험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42.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생활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29.2%), ‘교육·훈
련 지연, 중단’(7.6%) 등의 순임. 특히 ‘퇴거자’는 ‘이용자 등’에 비해 ‘정보획
득’과 ‘방역장비 구비 및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중이 약 1.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는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의 현황 및 지역사회 내 자립하는 과정을 살펴봄. 시설에
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증진 활동과 관리를 통해 건강수준을 유지하여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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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Longitudinal Study on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Disabled People
in Seoul (2021)
Summary
In order to support the community of disabled citizens at facilities, Seoul
opened the independent living experience housing in 2009 and completed the first
advancement of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2013
to 2017. From 2018 to 2022, it is taking the second step of this policy.
This study examines how de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settle down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the effects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policies
necessary for their independent living.
Additionally, a longitudinal survey was conducted to track the living conditions
of those who are currently using, expected to use, and left the independent living
housing; that is, the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of Seoul. This is to understand the
changes of de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21, the 4th session of
this survey was conducted among 171 individuals. In this study, using the 1st to
3rd longitudinal data along with the results of the 4th survey session, longitudinal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track changes in their lives, specifically,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ive level of satisfaction and use of medical services.

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de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eoul and the process of their independent living in the community.
For disabled persons to leave facilities and achieve a stable life as part of the local
community, keen interests and policy efforts will be needed to establish ways to
promote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 community members and to allow them to
live an independent life, maintaining good health through health promoting and
manag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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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
김정희, 강정배, 김현지, 김태용, 이혜수

요약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 발생에 따른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에 대
해서 개인·가족·사회적 요인의 동태를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장애 발생에 따른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종단자료의 구축을 목표로 2018년 1차 년도 조사를 통해 6,121명의 패널을 구
축하였고, 2020년 3차 년도 조사를 실시함.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일련의 과
정을 통해 조사를 준비하고, 동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실사를 진행함. 최종적으
로 장애인 패널 5,259명과 가구원을 조사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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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삶 패널조사 개요
1. 개요
○ 장애인삶 패널조사(승인번호 : 제438001호)는 장애 발생에 따른 장애수용 과정
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에 대해서 개인·가족·사회적 요인의 동태를 파악
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장애 발생에 따른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종단자료의 구
축을 목표로 2018년 1차 년도 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2017년 사이에 장애
등록을 마친 전국의 장애인 6,121명 표본을 패널로 구축함.
- 2019년에 실시된 2차 년도 조사는 패널(장애인) 6,121명 중 5,527명에 대
한 조사를 완료함(원표본 유지율 90.3%).
- 2020년에 실시된 3차 년도 조사는 패널(장애인) 6,121명 중 5,259명에 대
한 조사를 완료함(원표본 유지율 85.9%).
○ 본 보고서는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3차 년도 전반적 조사 과정 및 조사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함.
- 3차 년도 조사를 위한 조사표 개발
- 3차 년도 조사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3차 년도 무응답 특성 분석

2.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등록 이후 삶의 변화(장애수용, 사회복귀, 가족구조
등)를 파악하고, 삶과 관련된 일상생활, 소득수준, 건강실태, 복지욕구, 사회
참여 등의 탐색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
고자 함.
- 이에 개인·가족·사회적 관점에서 장애 발생에 따른 장애수용과정과 사회관계
의 변화 등을 탐색하고, 장애수용 및 변화, 건강·의료, 일상생활 등의 이해를
통해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과정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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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으로 동법 제 32조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한 등록
장애인(단,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제외)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원임.
○ 조사내용
-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구원이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를 ‘장애수용 및 변화, 건강·의료, 자립, 사회참여’라는 관점
에서 접근하고자 주요 조사 영역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
<표 4-1> 조사영역 및 세부영역
주요 조사 영역

세부 포함 내용

장애수용 및 변화

장애수용, 심리상태, 사회관계 경제상황, 주거, 일반현황 등

건강·의료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

자립

일상생활, 여가활동, 자립생활, 교육, 고용(취업)

사회참여

장애관련서비스, 인권, 결혼생활 및 성, 노후, 삶의 만족도

주 1) 조사영역은 패널용(장애인용) 조사표 기준임.

○ 조사방법 및 조사체계
-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태블릿 PC를 활용(TAPI)하여, 전문면접원에 의한 1:1
대면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함.
○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 2020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조사주기는 1년으
로 매년 동일대상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및 추적원칙
- ‘패널(장애인)’은 추적 조사 대상인 반면, ‘가구원’은 패널의 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추적 여부가 결정됨.
- ‘가구원’은 패널과 함께 거주하는 만 12세 이상인 경우 조사에 참여함. 조사
참여 이력이 있는 ‘가구원’ 중 조사 시점 비동거 상태이거나, 조사 참여 의향
이 없으면 추적 조사하지 않음.
- ‘패널’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가구원’은 추적 조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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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는 본인응답이 원칙이며, ‘만 12세 미만의 패널’ 또는 ‘응답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대리응답을 허용함.

Ⅱ. 2020년 연구 추진 현황
1. 추진일정 및 진행사항
<표 4-2> 2020년 연구 추진일정 및 진행사항
진행일정
’20.3월

진행단계
∘장애인삶 패널조사 계획 수립

상세내용
∘3차 년도 본조사 계획 수립

’20.3월~10월 ∘데이터 에디팅

∘1-2차 년도 데이터 클리닝 및 에디팅

’20.3월~10월 ∘가중치설계

∘2차 년도 가중치설계 연구

’20.4월~7월

∘3차 년도 조사표 개발

∘3차 년도 조사를 위한 조사표 수정·보완

’20.6월

∘조사업체 선정 완료

∘본 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업체 선정

’20.7월

∘장애인삶 패널조사 학술세미나

∘장애인삶 패널조사 학술세미나
(공동주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20.8월

∘표본리스트 정리

∘조사대상자 리스트 정리

‘20.8월

∘조사표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학계 및 관련전문가 의견수렴(조사표와 관련)

’20.8월

∘조사표 확정

∘조사표 확정

’20.8월

∘코로나19 대응 통계조사 지침서 개발

∘코로나19 대응 통계조사 지침서 개발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복지부 검토 완료)

’20.8월-9월

∘3차 조사 통계작성변경승인
(통계청)

∘3차 조사 통계작성변경승인(통계청)
문항 추가, 종단조사를 위한 조사표 변경 및 삭제

’20.9월

∘장애인삶 패널조사 학술세미나

∘장애인삶 패널조사 학술세미나(관련 단체 등)

’20.9월

∘조사지침서 개발

∘조사지침서 개발 및 확정

’20.8월~9월

∘조사준비

∘협조요청 공문 작성, 조사안내문 제작
∘홈페이지 배너, 조사원 명함 제작
∘리플렛, 보안각서, 답례품 등 준비

’20.9월

∘조사안내문 사전 발송

∘조사 참여 독려를 위한 안내문 발송

’20.9월

∘명절 선물 발송

∘패널 관리를 위한 명절 선물 발송

’20.9월

∘사전조사 및 조사원 간담회

∘사전조사(TAPI테스트) 및 간담회 참석
∘조사관련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의견 청취

’20.8월~9월

∘TAPI 개발 및 로직 테스트

∘IRB 동의서, 답례품 TAPI 시스템 내장
∘TAPI 조사표 개발 및 로직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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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정

진행단계

상세내용

’20.9월

∘조사원 교육

∘조사원교육 : 전국 6대 권역별, 총 141명
∘장애인식개선 교육

’20.11월

∘조사참여자(패널 및 가구원)간담회

∘조사참여자(장애인 및 보호자, 면접원) 의견수
렴 및 장애인조사원의 현장조사 시뮬레이션

’20.10월~12월 ∘3차 년도 본조사 진행

∘본 조사(3차 년도 조사) 실시

2. 2020년(3차 조사) 조사내용
○ 3차 조사 조사표 개발 방향
- 장애인(패널)용 조사표 내 항목 중 추가 조사되어야할 문항을 분석하여 신규
문항을 추가함. 또한 국가승인통계 성인지 개선사항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문항의 응답 대상, 응답항목의 워딩 등을 보완함.
- 1,2차 조사 결과 일부 문항의 항목에 대해 응답빈도가 낮아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기타’로 통합하는 등 응답항목을 수정하였고, 3차 조사에 맞춰 문항
별 응답 시점을 수정하였음.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문항의 의도를 명확히 하
고자 워딩을 수정함.
○ 조사내용
<표 4-3> 조사영역 및 내용
조사영역

장애
수용
및
변화

내용

장애수용

장애가 삶에 미친 영향, 장애와 관련한 경험

심리상태

우울수준(’19), 자아존중감, 이민 의향 이유, 자살 생각, 자살 생각 이유, 자살 충동
행동, 자살 시도 경험 및 횟수

사회관계

의사결정 주체,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에 대한 견해(’19), 가족과의 갈등 경험
및 유형, 가까이 지내는 주변 지인 수 및 만남 빈도, 정서적 도움 및 지지, 어려움
상담 상대(’19), 주로 사용하는 sns, sns 이용시간 및 이용이유, sns 관련 평가, 사
회적 활동 참여 여부(’20)

경제상황

가구의 월 평균 수입, 월 평균 생활비, 생활비 중 부담되는 것(’20), 패널의 장애로
인해 생활비 이외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 자산과 부채, 가구 경제상황 개선 정도
(’19)

주거

주거형태, 주거위치, 주택점유 형태, 주택 마련 방법, 집의 크기/방 개수, 이사 이유
(’19), 거주 장소 선택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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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영역

건강
·
의료

건강

전반적인 건강상태, 전년 대비 건강상태, 만성질환(질병) 유형, 운동 일수·횟수·시
간(’19, ’20), 주로 하는 운동, 주관적 몸무게, 수면시간, 식사 수, 식사량, 패스트푸
드 섭취 수, 식생활(영양관리상태)(’20), 민간의료보험 가입(’20), 보험 가입 거부당
한 경험 및 보험 유형, 건강 및 관리를 위한 강화 사항, 의료적 재활과 치료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19), 지원이 필요한 치료/의료 항목, 흡연 여부 및 흡연량, 음
주 여부·빈도·음주량(’20),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과 정도

의료
서비스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 입원 이유(’19), 이용 의료기관 유형, 재활치료 서비
스, 병원 이용 시 주 교통수단 및 이동시간(’19),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방법 이해
도, 진료결과 설명 충분성, 장애로 인한 의사 처방약 복용 여부, 건강검진 받은 경
험(’19, ’20), 건강검진 받지 못한 이유(’19),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유,
의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안전

평상 시 안전도, 사고 경험(’19), 사고 종류,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 인지/경
험,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주거환경 평가, 주택 내 수리가 필요한 공간

일상생활

일상생활 도움 제공자, 도움 받는 분야 및 시간, 도움이 필요한 분야 및 정도, 도움
제공 희망 시간, 집안일 참여 시간, 집안일 부담 정도, 가정 내 미취학 아동 유무,
아동양육 참여 여부 및 시간, 참여 유형, 아동양육 부담 정도 및 만족도, 가정 내 돌
봄 필요한 성인 유무, 외출 빈도, 외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외출 시 주 이용 교통수
단, 사회복지/고용정보 획득방법, 장애인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애로사항, 경제생활
평가

여가활동

여가활동 유형 및 시간, 여가 만족도(’19), 여가활동 동반자(’19), 여행 경험 및 횟
수/일수, 반려동물 유무 및 키우는 이유

자립생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여부,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 및 사용여부, 장애인보조기기
사용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보조기기 관련 필요 정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경
험/지원시간 및 만족도, 불만족 이유, 지원시간 충분성,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기관/시설 이동시간, 거주 지역 불편 정도 및 이유,
주거안정을 위한 필요 정책

교육

재학 여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 학년(학기), 전공, 학교 형태, 입학 형태, 학비
부담 및 지원, 등하교(등하원) 소요시간, 등하교(등하원) 시 도움 제공자, 장애인학
생지원센터 지원 경험 및 희망 지원 유형, 학교생활 적응 정도 및 문제점, 학습을
위한 편의제공 필요여부/제공여부/만족도, 진학/진로계획, 용돈, 사교육시설 유형
및 이용시간(’20), 희망 교육수준, 향후 계획, 아르바이트 경험 및 유형, 평생교육
경험 및 유형, 참여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 활동

고용

장애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직무종류/근로시간 제한 이유, 근로 여부,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형태(’20), 직무 적성 부합 정도, 근로시간,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희
망 근로시간(’19), 직업, 근무기간, 근로 소득(’19), 재택근무 여부 및 시간, 직장 만
족도, 구직/이직 경험 및 이유, 근로나 고용유지를 위해 받거나 받고 싶은 지원, 직
장을 다니기 위한 타인 도움/작업환경/보조 장비 필요 여부, 보조 장비 마련 및 작
업환경 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구직 활동, 구직 애로사항, 취업 필요사항, 구직
하지 않은 이유, 구직하지 않은 기간 동안 주요 활동, 향후 구직 의향, 사업내용 및
주로 하는 일, 일자리(사업체) 시작 시기 및 동기(’20), 소득(’19)

장애관련
서비스

장애관련 복지서비스 인지/이용/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
및 횟수, 사회복지시설 이용 이유 및 만족도(’19), 불만족 이유

자립

사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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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영역

인권

내용
장애관련 교육(인권교육) 경험 및 교육 내용, 장애관련 인권교육, 주변으로부터 존
중받는 정도, 존중 받을 권리, 주변으로부터 차별받는 정도, 차별 받고 있는 부분,
차별 대처 방법, 괴롭힘/폭력 경험 및 빈도, 폭력 행사자(’19), 폭력 경험/폭력 목격
대처 유형(’19), 장애인 여성으로 차별 받고 있는 정도, 인권증진 강화사항, 지역사
회 내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입지가 어려운 이유, 웰다잉/안락사

혼인상태(’20), 혼인하지 않은 이유, 향후 혼인 의향, 이혼/별거/사별 경험, 이혼/별
거 이유, 이혼/별거/사별에 힘들었던 점, 재혼 경험 및 이유, 결혼생활 시작 년도,
결혼생활 및 이혼/별거 이유, 이혼/별거/사별이어서 현재 가장 힘든 점, 재혼 의향 이유, 자녀유
무, 시험관/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 및 재혼자녀 유무, 장애 발생 이후 자녀를 낳
성
은 경험, 장애가 성관계(행위)에 미치는 영향, 성생활 만족도, 성관련 상담, 원치 않
는 성관계 경험 및 조치사항
노후

노후생활 경제적 준비 여부 및 준비 사항, 경제적 준비정도,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 노후생활 걱정(’20), 주관적 노인 나이,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적정 생활비, 희망하는 노후활동(’19), 연락 빈도

삶의 만족도 현재 삶의 만족도
주: 괄호는 문항이 수정된 조사년도를 의미함

3. 3차 년도 자료 구축
○ 데이터 에디팅
- 데이터 에디팅은 크게 횡단 데이터 에디팅과 종단 데이터 에디팅을 진행함.
- 횡단 데이터 에디팅의 주요 내용은 응답항목이 있음에도 기타로 응답된 경우
에디팅, 극단치 응답값에 대한 응답 재확인, 문항 간 로직 확인 등임.
- 종단 데이터 에디팅을 통해 3차 년도 응답값이 1-2차 년도 응답값 대비 변
동이 큰 경우와 종단 데이터 비교 시 데이터의 논리적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추가적인 검증을 진행함.

4. 표본유지율 및 무응답 특성 분석
○ 표본유지율
-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3차 년도 조사의 조사대상은 1차 년도 구축된 장애인
6,121명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임.
- 2차 년도 조사는 5,527명 장애인 패널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3차 조사는 원
표본 기준 5,259명 조사완료 하여, 약 85.9%의 표본유지율(=3차 년도 조사
완료자/1차 년도 패널구축 6,121명)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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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조사완료 현황
조사완료 현황(명)
참여

미참여

계

표본
유지율(%)

1차(2018)

6,121

-

6,121

2차(2019)

5,527

594

3차(2020)

5,259주)

862

조사차수

표본이탈
(1차)응답 →
조사미참여(무응답)

조사불가

100

-

-

6,121

90.3

471

123

6,121

85.9

572

290

주) 원표본 유지율(%) = (5,259/6,121)×100

○ 3차 년도 무응답자 특성
- 3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모든 패널이 조사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장애
인 5,259명이 조사에 참여함(전체 응답률 85.9%).
- 조사미참여 장애인 표본은 862명(표본이탈률 14.1%)으로, 표본이탈 사유는
강력거절이 41.4%(357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망이 23.5%(113명),
장기비수신이 11.7%(101명), 주소불명이 10.9%(94명) 순임.

Ⅲ. 표본설계 및 가중치
1. 표본설계1)
○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삶 패널조사로 생산하는 통계의 정도
(precision)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주어진 시간 및 조사예산 등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표본추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패널조사의 조사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장애등록을 마친 전국의 장애인(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제외)
및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임.
- 표본크기는 전체 예산과 조사비용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5,800명으로 결정
됨. 이는 전국 단위 통계의 95% 신뢰수준에서 단순임의추출의 모비율 추정
1) 「김정희 외. (2019). 2018년 장애인삶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전문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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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정할 경우 목표허용오차 1.27% 수준임.
○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함.
- 첫째는 조사결과의 공표단위임. 전국 및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그리고 성
별에 대한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함.
- 둘째는 추정량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정한 표본배분을 고려함. 특정 장애
유형의 누락 없이 모든 법정장애유형이 최종 표본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마지막으로 조사예산과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표본추출방법 방안을 고려함.
○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이중추출(double sampling)을 적용함. 최종 추출된 표본
의 주요변수별 모집단 및 표본추출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5> 표본추출결과

장
애
유
형

표본추출결과

모집단
(명)

빈도(명)

비율(%)

지체

49,532

935

16.1

시각

21,557

732

12.6

청각.언어

73,818

1,090

18.8

뇌병변

42,177

951

16.4

지적.자폐성

23,852

538

9.3

정신

8,894

321

5.5

내부.안면

31,447

1,233

21.3

구분

장애
정도
성별
계

표본추출결과

모집단
(명)

빈도(명)

비율(%)

중증

92,616

3,018

52

경증

158,661

2,782

48

남자

142,540

3,189

56.7

여자

108,737

2,611

43.3

251,277

5,800

100

구분

2. 가중치
1) 1차 년도 가중치2)
○ 최종가중치를 부여할 표본은 조사가 완료된 모든 장애인 총 6,121명임. 이는
조사 진행 중 발생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거절, 장기부재 등의 이유로 발생한 무
응답으로 인해 표본 대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복수 접촉이 발생하여 조사가
2) 「김현지, 김태용.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 가중치 산정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일부 발췌
하여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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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장애인을 모두 최종 표본으로 포함하였기 때문.
- 이들을 최종 표본으로 포함한 것은 패널 구축 이후 다음연도 부터 발생할 수
있는 패널마모로 인한 표본 규모의 감소를 고려한 것임.
○ 기본가중치는 설계가중치에 응답률을 조정하여 산출함. 이때 가중값이 부여되는
인원은 조사가 완료된 인원임. 전체 표본크기의 제약으로 설계 단계에서 장애
유형은 7개 범주, 연령대는 내재적 층으로 표본이 적절히 할당되었으며, 지역은
추출단계에서 계통추출로 표본 추출됨. 따라서 가중값 산출시 최종 계산된 가중
값 합계가 모집단 구성비와 다를 수 있음. 표본가중값의 합과 모집단 규모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종가중치는 기본가중치에 레이킹 비 조정하여 산출
함.3)

2) 2차 년도 종단가중치4)
○ 종단가중치는 1차 년도와 2차 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5,527명에 대해 부여
함. 이는 사망, 조사거부 등의 사유로 이탈한 표본은 제외된 인원임.
○ 가중치 부여를 위해서는 무응답 조정 과정이 필요하며, 무응답 조정을 위한 응
답확률 추정 모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함.
<표 4-6> 장애인삶 패널조사 조사 2차 년도 가중치 작성을 위한 분석대상
2차 조사 결과

1차 조사 완료

조사대상
조사참여(응답)
조사미참여5)(무응답)

사망, 장애등록 취소,
시설입소 등(조사제외)



패널 수(명)

분석대상

5,998

조사참여(협조성향)

5,527

조사미참여(비협조성향)

471

분석제외
사망, 장애등록 취소, 시설입소 등
(조사제외)
합계

123
6,121

주 1) 「심규호, 백지선. (2012).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한 무응답 조정방법 연구. 통계개발원.」p.41을 참고하여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1차
및 2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구성

3) 최종가중치 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층화와 레이킹 적용을 검토한 후 적절한 방안을 적용하였다.
(참고) 「김현지, 김태용.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 가중치 산정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4) 「김현지, 김태용, 이혜수.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위한 종단가중치 작성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
원.」에서 일부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5) 수신거부, 장기비수신, 조사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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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확률 추정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응답확률의 역수를 1차 년도 가중치에 곱하
여 무응답 조정하여 기본가중치를 산출 한 후, 이를 레이킹 조정하여 2차 년도
종단가중치 산출함.

3) 3차 년도 종단가중치6)
○ 3차 년도 종단 가중치는 2차 년도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고려하여 산출됨. 그
러나 재진입 패널은 이전 차수 가중치가 부재하여 종단가중치 산출시 고려할
이전 차수 가중치가 없음. 따라서 1차~3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연속응답패널과
의 응답특성(무응답 특성)을 고려함.
○ 조사에 연속적으로 참여한 연속 참여 패널과 재진입 패널은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
지기 때문에,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이를 반영한 두 가지 유형의 가중값을 산출함.
- 첫 번째 가중치는 연속 참여 패널에 부여된 가중치로 시계열분석에 적합한 3
차 년도 종단가중치임(시계열분석용).
- 두 번째 가중치는 3차년도 응답한 모든 패널, 즉 재진입 패널을 포함하여 산
출한 종단가중치임(기초통계분석용).
○ 종단가중치 산출을 위해 3차 년도에 응답할 확률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적
합하고, 이를 통해 산출되는 응답확률(propensity score)을 가중치 보정에 적
용함.
○ 3차 년도 종단 가중치는 2차 년도 응답자의 3차 년도 응답여부 기준으로 응답
확률을 추정함.
- 2차 조사에 참여한 경우 응답확률 추정 결과를 토대로 가중치를 반영하며, 2
차 조사에 미참여한 경우 1차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가짐.
○ 최종적으로 응답확률 추정 모형과 최근가중값을 승계하는 방법을 혼합하여 가
중치를 산출함.

6) 「김현지, 김태용, 이혜수.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패널이탈 특성 및 종단가중치(3차년도) 연구. 한국장
애인개발원.」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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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삶 패널조사 3차 조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3차 조사)
○ 조사대상자(패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은 남성이 56.7%, 여성이 43.3%임.
-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언어 장애가 29.4%로 가장 높고, 지체 장애(19.7%),
뇌병변 장애(16.8%), 내부/안면 장애(12.5%), 지적/자폐성 장애(9.5%),
시각 장애(8.6%), 정신 장애(3.5%) 순임.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이 36.9%, 경증이 63.1%임.
<표 4-7> 패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장애
유형

추정수(명)

비율(%)

지체

(49,532)

19.7

뇌병변

(42,177)

16.8

시각

(21,557)

8.6

청각/언어

(73,818)

29.4

지적/자폐성

(23,852)

9.5

정신

(8,894)

3.5

내부/안면

(31,447)

12.5

구분
장애정도
성별

추정수(명)

비율(%)

중증

(92,616)

36.9

경증

(158,661)

63.1

남성

(142,540)

56.7

여성

(108,737)

43.3

계

2. 조사대상자(가구원)의 특성
○ 가구원은 총 5,203명 조사 완료됨. 응답자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2,194명(42.2%), 여성이 3,009명(57.8%)인 것으로 나타남.
<표 4-8> 조사대상자(가구원)의 특성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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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수(명)

비율(%)

전 체

(5,203)

100.0

남성

(2,194)

42.2

여성

(3,009)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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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변화
○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건강’ 항목은 긍정적인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교육/학업’은 4.79점으로 조사된 항목 중 수치가 가장 높았으
나, 전년(5.04점) 대비 0.25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직업’은 1~3차 모두 장
애가 미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항목으로 나타남.
<표 4-9>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변화(전체)
(단위: 명, 점)

구분

1차
추정수

응답자 수

2차
평균(점)

6,121

추정수

3차
평균(점)

5,527

추정수

평균(점)
5,259

(1) 성격 및 가치관

(251,277)

4.18

(251,277)

4.51

(251,277)

4.64

(2) 생활방식

(251,277)

3.97

(251,277)

4.28

(251,277)

4.40

(3) 건강

(251,277)

3.86

(251,277)

4.11

(251,277)

4.28

(4) 교육/학업

(251,277)

4.69

(251,277)

5.04

(251,277)

4.79

(5) 직업

(228,579)

3.74

(229,491)

4.04

(230,114)

3.94

(6) 결혼/연애

(231,422)

4.43

(231,851)

4.60

(231,861)

4.60

(7) 대인관계

(251,277)

3.91

(251,277)

4.17

(251,277)

4.33

(8) 외출/여가활동

(251,277)

3.84

(251,277)

4.11

(251,277)

4.26

주 1) 10점 척도로, 낮은 점수는 장애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점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함
2) 직업/구직은 만 19세 이상만, 결혼/연애는 만 1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물음

정책제안 및 반영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등록 이후 삶의 변화를 파악하고 삶과 관련된 일상생활, 소득수
준, 건강실태, 복지욕구, 사회참여 등의 탐색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함. 이에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조사 준비를 하였고,
동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실사를 진행함. 최종적으로 장애인 5,259명과 가구원
을 조사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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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 The Disability and Life Dynamics
Panel
Summary
The objective of this panel survey is to collect baseline data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related policies in the future by identifying personal,
family,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disabled persons’ changes in their adaptation
to disability following the onset of the disability and their social relationships. To
this end, a panel of 6,121 individuals was formed for the first-year survey in 2018
and then the third-year survey was conducted in 2020 to establish scientific and
systematic longitudinal data based on which changes in life after the onset of
disability could be explored. For about 7 months from March to September 2020,
a series of preparation steps were taken for the survey, and then for about 3
months from October to December of the same year, the survey was conducted.
Finally, the survey was completed on 5,259 individuals in the panel and their
families.

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The panel survey on the life of disabled persons was conducted to present
materials to support policy establishment in the future by exploring life changes
after the disability registration, daily life, income levels, health conditions, welfare
needs, social participation, and so forth. To this end, for about 7 months from
March to September 2020, preparation steps were taken for the survey, and then
for about 3 months from October to December of the same year, the survey was
conducted. Finally, the survey was completed on 5,259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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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유형

5.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과정 개발 연구
정진옥, 이복실, 김솔림, 박대한

요약
본 연구는 성을 총체적 인권으로 보면서,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를 위한 성인권 교육과정
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됨. 2020년 연구(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주 양육자의 인식 탐색 연
구)의 후속 연구 성격인 본 연구는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있어 생애주기
안에서 성과 관련하여 가장 큰 도전을 받는 청소년기와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영역과 주제들을 도출해 낸 후, 도출된 주
제들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8회기의 파일롯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음. 파일롯 교육에서 사용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참가자들의 평가와 전문가 2차 자
문 내용을 참고하여 성인권 교육과정을 최종 개발함.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과
정은 4가지의 영역과 8가지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① 인간의 성(인간 성의 특성),
②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과 성인권), ③ 사회의 성문
화(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 발달장애인의 주체성: 자기인식과 자존감, 사회의
성문화와 디지털 매체의 성 정보, 가정 내 성교육 방법), ④ 가정 내 성교육(발달장애인과 함
께 성장하기)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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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발달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의 성 관련 이슈를 다루려 할 때
반드시 하게 되는 질문은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와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
○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는 발달장애인에게 성교육이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을 촉발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두
려워함.
○ 특히 발달장애인의 사춘기와 청년기에는 발달장애인과 주 양육자 모두 그 어느
시기보다 더 큰 혼란, 좌절,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 주 양육자는 발달장
애인의 사춘기시기를 잘 인식하지 못하며, 설혹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름.
○ 202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한 발달장애인의 성에 관한 주 양육자의 인식
탐색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인 주 양육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성이 발달장애인과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음.
○ 주 양육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성을 “인간되어감의 여정 안에서 관계 맺음을 통해
추구하는 친밀감”으로 인식함을 연구 결과는 드러냈음. 발달장애인의 성을 단순
히 생식 활동으로 보지 않고 관계성과 친밀감으로 인식한 주 양육자의 관점은
주 양육자를 위한 성인권 교육의 방향을 지시해 줌.
○ 주 양육자는 가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성에 대해 가르치고 싶어 하면서 이를
위한 역량을 키우도록 도와줄 교육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음.
○ 본 연구는 성을 총체적 인권으로 보면서,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를 위한 성인
권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됨. 2020년 연구의 후속 연구 성격인 본 연
구는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있어 생애 주기 안에서 성과 관
련하여 가장 큰 도전을 받는 청소년기와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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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사춘기와 청년기 발달장애인 주 양육자를 위한 성인권 교육과정을 개
발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파일롯 교육 실시라는 두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함.
○ 문헌고찰에서는 선행연구로 2020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정진옥 외, 2020)
를 고찰함. 그 연구의 연구참여자 인터뷰 자료는 본 연구의 교육과정 개발에 기
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해 줌.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성교육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고찰함.
○ 문헌고찰을 통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영역과 주제들을 도출해 냄. 도출된 주제들
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파일롯 성인권 교육을
실시함.
○ 본 연구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실시됨.
○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사춘기와 청년기의 발달장애인 주 양육자에 한정됨.
- 발달장애인 중에서 최소한 구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
- 파일롯 교육에 참가한 주 양육자는 선행연구격인 2020년 연구에 참가했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
- 본 연구는 인간의 생식 활동 및 성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춘 협의의 성이 아
닌 포괄적인 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발달장애인, 사회성, 대인관계, 인권
등을 다루는 포지티브(positive)적 성교육과정임.

3. 용어 정의
○ 본 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일반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지역의 장애인복지 기관을 이용
하는 사람들임. 특히 본 연구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은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과
젊은이로서, 그들은 사람들과 구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구어를 통한 교육 효
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임.
○ 주 양육자는 가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상적 돌봄과 교육 및 지원에서 가장 큰 역
할과 책임을 지면서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임.
○ 성인권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인권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아닌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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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의미하므로, 성교육이라는 용어와 상호교환 될 수 있
음. 성은 생식만이 아닌 인간의 총체적인 인격과 분리될 수 없기에 그 자체로
인권임. 성에 대한 교육은 인간에 대한 교육이며 그런 점에서 성인권 교육임.

Ⅱ.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틀
○ 인지행동수정(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 : CBM)
- 인지행동수정은 인지전략과 행동수정 기법을 함께 사용하는 통합적인 방법으
로서 인지행동치료 또는 인지행동관리라고 부름. 인지행동수정은 행동을 수정
하기 위해 인지적 재구조화보다는 언어에 의존하는 행동수정이론임.
- 인지행동수정에 따르면, 행동 변화는 먼저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 그리고
자신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만 일어남. 자신의 도식
화된 행동 특성을 중단시키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해야 함.
- 인지행동수정에서는 개인의 고통스러운 정서나 잘못된 행동을 부적응적 사고
나 비합리적 사고로 인한 결과로 보면서 자기 대화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춤. 인지행동수정에서 행동의 변화는 자기관찰, 새로운 내적 대
화, 새로운 기술의 학습이라는 3가지 단계를 거쳐 일어남.
- 인지행동수정은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가 발달장애인과 성에 대한 그들의
생각, 느낌, 행동, 영향력 등을 인지하게 만들 수 있음. 그럼으로써 발달장애
인이 인간 되어감의 과정에서 표출하는 성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 양육자 자
신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임.
○ 초이론 모델(Trans-theoretical Model : TTM)
- 초이론 모델은 인간의 변화를 양자적 변화(quantum change)와 단계적 변
화 (gradual change)로 보면서, 변화가 전(前)숙고단계, 숙고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유지단계, 종료단계와 같이 6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가정함.
- 본 연구에서 초이론 모델을 사용한 것은 개발된 성인권 교육과정을 통해 발
달장애인 주 양육자가 성과 발달장애인, 성교육 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행동
이 단계적으로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 주 양육자의 변화는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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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달장애인의 성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 성교육자로서 부모 역할
-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처럼 자신들이 자녀들을 위한 일차적 성
교육자가 되고 싶어 함. 부모들은 성교육에 관한 지식을 획득해야 하고, 성
및 성교육과 관련된 두려움과 꿈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부모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사회적 기술 발달을 위해 필요한 역할 모델로서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일차적 교육자임.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은 부모의 가치와 태도를 먼저 다루어야만 함. 부
모의 역할은 성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신념을 성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
하는 것임.
○ 가정 내 성교육의 중요성
- 사춘기 자녀의 부모는 사춘기 자녀에게 성에 관한 가치 있는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이고 또 사춘기 자녀가 성에 대한 신념과 행동을 형
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원천임.
-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성교육을 받으면 그들이 성과 성교육에 대해 느끼는
편안감이 높아지고, 성에 대해 말할 때 자신감이 생기며, 자녀들과 대화를 시
작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커짐.
○ 가정 내 성교육의 장·단점
- 장점으로는 가족생활에 근거하여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자녀에게 맞게 개별
화시킬 수 있음. 교육할 적절한 시간과 내용을 통제할 수 있고 부모의 가치
와 신념에 근거하여 주제들을 제시할 수 있음. 부모는 자녀의 성격과 학습
스타일, 발달 수준에 맞춰 가르칠 수 있음. 부모는 자녀를 더 잘 안내해 주기
위해 교수 가능한 순간들을 활용할 수 있음.
- 단점으로는, 첫 번째로 부모가 효과적인 교사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종종 그렇지 않다는 것임. 그러나 정확한 정보는 배울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는 것임. 두 번째로, 청소년들은 또래 중심적이기 때문
에 부모와 상호작용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부모에게서 배우고 싶어 하지 않
는다는 것임. 그러나 아이들과 사춘기 자녀들은 성적 문제에 대해 부모와 말
하고 싶어 함. 마지막으로, 부모가 제공하는 성교육은 역기능적 가족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것임. 그러나 어떤 청소년들의 성적 행동의 큰 위험은 역기능
적 가족에게만 있는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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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 국내 연구
- 202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인의 성에 관한 주 양육자 인식 탐색 연
구”(정진옥 외, 2020)는 본 연구를 위한 욕구조사와 같은 기능을 함. 연구참여
자 인터뷰 자료에서 나타난 주 양육자가 필요로 하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음.
⋅ 부모 자신에 관한 것(인간관, 성윤리관, 가치관), 발달장애인의 특성, 인간
의 성, 사춘기의 신체적 및 심리적 변화, 자기돌봄(독립, 자율), 대인관계와
매너,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발달장애인의 가정생활에서의 역할과 책임,
발달장애인의 사회생활에서의 역할과 책임, 성인의 성적 삶, 대중매체의 위
험성(성범죄 관련)
- 정진옥(2006)의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 지원하기: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을 위한 6개 범주가 제시됨.
⋅ 1회기: 서로 소개하기, 2회기: 지식에 있어서의 격차 줄이기, 3회기: 성에
대한 태도 점검하기, 4회기: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적 발달, 5회기: 성교육
제공 방법과 부적절한 성 행동 다루는 방법, 6회기: 청소년기와 성인기-도
덕적, 의학적, 법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 국외 연구
- Alberta Health Services(2009)에서는 “성과 발달장애: 부모용 지침서
(Sexuality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A guide for parents)”를 개발
함. 이 지침서에서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알아
야 하는 정보를 4가지 범주로 제시함.
⋅ 부모 역할, 성, 성과 장애에 관한 사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 Messina와 Messina(1999)는 “전 생애에 걸친 성적 발달: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를 위한 도구(Lifelong sexual development: Tools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special needs)”를 개발함. 이 도구에서는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을 4가지로 제시함.
⋅ 첫째, 발달장애 자녀의 전 생애에 걸친 성적 발달의 필요. 둘째,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성교육에서 다루는 개념. 셋째, 발달장애 자녀의 건강한 성을
위한 생애주기 과제. 넷째, 발달장애 자녀의 전 생애에 걸친 성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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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tos와 Asare(2016)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를 위한 성교육 중재: 파일롯

훈련 프로그램(Sexuality education intervention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pilot training program)”을 개발함. 이 프로그램을 6
세~25세의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 15명에게 2주간 제공하여 효과성을 검증
함.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주제들은 다음과 같음.
⋅ 성과 성교육의 개념; 자녀들의 장애 그리고 성과 장애에 관한 통념과 성학
대의 위험; 성적 의사소통; 부모는 장애 자녀를 위한 성교육자
- Frank와 Sandman(2019)의 “지적장애인의 성교육자로서 부모 지원하기: 가
정중심 교육과정 개발(Supporting parents as sexuality educators for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development of the
home B.A.S.E. curriculum)”은 부모용 성교육 과정으로 부모가 성과 건강한
대인관계에 관한 주제를 청소년 장애 자녀와 이야기 할 때 편안하고 또 자신
감을 갖게 하기 위함임. 이것은 아래 4개의 주제를 포함함.
⋅ 성이 발달장애인들의 인권이라는 믿음; 자신들의 성적 권리와 대인관계에
대해 말하는 발달장애인의 관점; 성인, 사회적, 변혁적 학습 이론에 근거한
활동; 여러 회기에 걸쳐 만나는 소집단 상호작용 교육 형식

Ⅲ. 연구 방법
1.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과정 개발
○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목적은 발달장애인이 인
간 되어가는 과정 안에서 나타내는 다양한 성적 행동을 가정에서 주 양육자가
성인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적절히 다루어나가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것임.
○ 교육 영역은 4개의 영역과 8개의 주제로 구성됨.
- 4개의 영역 : 인간의 성,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성적 취약성, 가정 성교육
- 8개의 주제 : 주제1. 인간 성의 특성, 주제2. 발달장애인의 특성, 주제3. 발
달장애인의 성적 발달, 주제4.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주제5. 자
기인식과 자존감: 건강한 성적 발달의 기초, 주제6. 발달장애인과 성범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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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정 성교육, 주제8. 성장하는 주 양육자, 성장하는 발달
장애인
○ 개발된 교육과정의 영역과 주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달장애 분
야와 발달장애인 성교육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음. 자문영역은 교
육 내용, 교육 방법, 추가로 필요한 내용(교육 주제), 그리고 본 연구에 대한 추
가 의견 등으로 구성됨.
○ 첫 번째 자문은 시범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의 주제들과 그에 따른 목표와 내
용에 대해 대면과 서면으로 이루어짐. 두 번째 자문은 파일롯 교육이 모두 종료
된 이후 파일롯 교육에서 사용된 교육과정의 영역과 주제, 그리고 각 주제에 따
른 목표, 내용, 평가 등에 대해 줌과 서면으로 실시됨. 두 번째 자문을 통해 파
일롯 성인권 교육에서 사용될 교육과정의 주제와 내용이 결정됨.

2. 성인권 교육 파일롯(pilot) 실시
○ 파일롯 교육 실시의 목적은 개발된 성인권 교육과정이 가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간 되어감을 지원해주는 주 양육자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되
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운영 방식에 대한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임.
○ 파일롯 교육 참가자는 2020년 장애인개발원 연구(정진옥 외, 2020)의 연구참
여자들 중 자녀 연령대, 자녀의 성별, 본인의 욕구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킨
주 양육자를 선정함.
○ 파일롯 교육은 2021년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서울00복지관 교육실에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혹은 2시간 30분간 총 8회기 소집단 대면교육을 실
시함.
○ 파일롯 교육 효과는 강사에 의한 평가와 교육참가자에 의한 평가라는 2가지 방
식으로 이루어짐.

Ⅳ.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과정
○ 파일롯(pilot) 교육에서 사용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참가자들의 평가와 전문가
2차 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 성인권 교육과정이 개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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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과정
영

역

1. 인간의 성

주

제

1. 인간 성의 특성
2.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2. 발달장애인

3.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과 성인권
4.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
5. 발달장애인의 주체성: 자기인식과 자존감

3. 사회의 성문화
4. 가정 내 성교육

6. 사회의 성문화와 디지털 매체의 성 정보
7. 가정 내 성교육 방법
8. 발달장애인과 함께 성장하기

Ⅴ. 함의 및 제언
1. 함의
○ 첫째, 청소년기와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에 초점 맞춘 증거기반의 성인
권 교육과정을 마련함.
○ 둘째, 성인권 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를 확장함.
○ 셋째, 발달장애인 생활 속 성인권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2. 제언
○ 첫째,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에게 성인권 교육을 제공할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함.
○ 둘째, 아동기와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를 위한 성인권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
○ 셋째, 청년기와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권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
○ 넷째, 청년기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성적 관심과 친밀감의 긍정적 발산을 위한
사회적 교류의 장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생활터전(setting)에서 주변인을 대상으로 성인권 교
육 제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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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를 위한 성인권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4가지의 영
역과 8가지의 주제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개발함. 당사자의 연령 및 장애 정도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성적 실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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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evelopment of Gender Right
Education Programs for Main Caregiver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mma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gender right education programs for main
caregiver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recognition of gender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As a follow-up of the previous study conducted in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Main Caregivers’ Perception of the Gender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s study focuses on main caregivers of
adolescents and youth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re in the most
challenging stage in the life cycle regarding gender in the context of developing
gender right education programs for main caregivers.
Specifically, this study included literature reviews to analyze possible areas and
themes of education programs and conducted 8 pilot sessions of gender right
education in order to confirm the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se education
programs with the derived themes. Based on the participants’ reviews on
education programs used in the pilot education sessions and experts’ secondary
reviews, the final gender right education programs were developed.
Gender right education programs for main caregiver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lude 4 areas and 8 themes: ① Human gender
(Human gender characteristics), ②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sability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xual
development and gender right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③
Society and gender culture (social abiliti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dependenc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lf-awareness and self-esteem, gender culture in the society and
gender information of digital media, domestic gender education methods), and ④
domestic gender education (growing along with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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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With the aim to develop gender right education programs for main caregiver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ducation programs were developed
with 4 areas and 8 themes as par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education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individuals’ age and disability level and to
develop policies that will contribute to creating environments for gender-relate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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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인 발달장애인 낮시간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서원선, 최복천, 이상준

요약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의해 낮시간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발달장애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음. 지역사회 통합 및 사회참여와 관련해 발달장애인의 낮시간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낮시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서비스의 중복, 서비스 내용의 불
명확 등의 여러 문제가 있음. 그리고 다수의 발달장애인 낮시간서비스가 아동·청소년 발달장
애인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학령기 발달장애인에 비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며 이용 범위도 한정적임. 이에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시간서비스의 개
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시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 혹은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으
며 낮시간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점을 조사하기 위해 기관 종사자 10명을 대
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인터뷰 결과, 고령 및 탈시설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
별 서비스 제공, 낮시간서비스 이외의 지원 프로그램 강화, 낮시간서비스 기관 법령 및 서비
스기준 마련 등과 관련된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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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에 의해 지역사회 통합 및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의 낮시간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낮시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주간활동시설’, ‘장애
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여러 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낮시간서비스는 필요하지만 다수의 발달
장애인 낮시간서비스는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학령기 발달장애인에 비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며 이
용 범위도 한정적이고 서비스의 중복, 서비스 내용의 불명확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낮시간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시간서비스 욕
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낮시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및 부모의 욕구를 이해하고 낮
시간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종사자로부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
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문헌연구
-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시간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조사함.
- 미국, 뉴질랜드의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을 조사함.
○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
- 총 10명의 발달장애인 부모가 인터뷰에 참여하였으며 기본적인 인적사항, 장
애정도, 낮시간서비스 이용 시 문제점 등을 조사함.
- 내용분석을 이용해 인터뷰를 분석하고 주제화함.
○ 기관 종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
- 성인 발달장애인 낮시간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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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함.
-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낮시간서비스 제공 기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 내용분석을 이용해 포커스그룹인터뷰를 분석하고 주제화함.
○ 자문회의
-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방향, 연구내용, 조사 및 분
석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 연구내용의 충실도와 연구의 객관성, 타당성,
연구결과의 적합성 및 기여도를 확보함.

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낮시간서비스
1. 발달장애인 현황
○ 발달장애인 낮시간 서비스 현황
-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김호진 외,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204,924명 중 지적장애인은 187,963(91.7%),
자폐성장애인은 16,961명(8.3%)이며, 이 중 다른 사람의 말을 두 문장 수준
으로 제시해도 이해하는 경우는 49.5%,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
해하는 경우는 29.6%이며, ‘자신의 의사를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인 경우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72.8%(149,153명)로 나타
났음.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평일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활동(1순위)은 ‘TV
보기’가 2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근로’(21.9%), ‘휴식하기(그냥 쉬
기)’(17.5%), ‘통학’(10.8%) 등의 순이었으며, 학교, 일자리를 제외하고 이용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비율은 21.3%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이 10.9%, ‘관련 시설, 센터, 협회’가 7.9%로 나타났음.
○ 발달장애인 서비스 개요
-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자기결정권의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
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
시적 휴식지원,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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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문화ㆍ예술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
정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개인별지원계획사업
⋅ 공공후견 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 성인권 교육사업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2. 발달장애인 대상 낮시간 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Day Care)
시설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
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임.
○ 주간활동서비스
-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낮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함.
○ 발달장애인복지관
- 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지와 행동의 성장을 도모하고 발달
장애인 가족과의 연계를 위해 직업재활, 발달재활, 가족상담, 발달장애인 권
익옹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발달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타
장애유형과 비교해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차별적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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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며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낮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
로서 지역사회복지관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실시함.

Ⅲ.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 연구 설계 및 질문의 개발
- 책임연구자는 질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상호검증을 하였으며 연구의 자문위원
들에게 질문에 대한 자문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여 질문의 최종안을 도출함.
질문은 낮시간서비스 관련 현황과 소개, 낮시간서비스 관련 문제점 제시 등
이었음.
- 참여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발달장애인 부모 10인, 낮시간서비스 기
관 담당자 10인으로 구성함.
○ 분석 결과
- 연구 분석결과 낮시간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점과 관련해 5개의 주제가 도
출되었음. 분석된 주제 및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6-1> 낮시간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점
주제
이용자의 특성 변화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변화

주요결과
- 중증장애인의 증가
- 고령 발달장애인의 증가
-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유입
- 개별지원 욕구의 확대
- 활동중심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 주간보호 및 낮시간서비스 평생이용 욕구

낮시간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및 체계화

-

주간활동기관 네트워킹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
사회적 소통 환경 조성
주간활동서비스 기록지 작성
발달장애인 일시 위탁서비스 확대
전문적인 심리·재활치료 제공

낮시간서비스 양적 확대

-

낮시간서비스 이용 기간 연장
낮시간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복지관 프로그램 특정 시간 편중 해소
각 낮시간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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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낮시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주요결과
-

자부담 경감 및 주간활동 시간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삭감 중지
도전적행동에 대한 종사자 교육 강화
주간보호서비스 관련 법령 개정
낮시간서비스의 최소 서비스기준 마련
제공인력의 확대

○ 주제 1: 이용자의 특성 변화
- 중증장애인의 증가
⋅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중증화되고 있음. 특
히 기관에 따라 뇌병변 중복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를 진행하면
서 중증장애인이 증가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챌린지사업 등
의 영향으로 현장에서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고령 발달장애인의 증가
⋅ 최근 장애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
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음. 장애인 복지시설 개관 초기부터 주간보호
서비스를 신청했던 발달장애인이 장기간 이용하면서 40세에 도달하는 발
달장애인이 다수 있어 전체적으로 이용자 연령분포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
으며, 이와 관련하여 40세로 지정되어 있는 주간보호서비스 연령제한을 그
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유입
⋅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및 탈시설 정책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및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탈시설을 위해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발달장애인 당사
자들이 주간보호(활동)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적절한
개별지원서비스를 신규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주제 2: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변화
- 개별지원 욕구의 확대
⋅ 발달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방법 등이 점차 개별화되고 있음.

68

2021 KODDI 연구요약집

⋅ 현장에서는 개별지원욕구에 대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부모
들은 예전에는 서비스제공자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도록 의
탁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신의 자녀가 원하는 욕구대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활동중심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주로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외부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호함.
⋅ 장애정도를 떠나 개인에게 집중하고 활동중심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면 외
부활동에 더욱더 치중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계획할 수 있음.
- 주간보호 및 낮시간서비스 평생이용 욕구
⋅ 주간보호서비스의 이용 연령 제한은 40세임. 그러나 다수의 부모들은 나이
제한을 삭제하고 평생 안정적으로 낮시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함.
○ 주제 3: 낮시간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및 체계화
- 주간활동기관 네트워킹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
⋅ 현재 주간활동기관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이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장기간 참여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관의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소통 환경 조성
⋅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시간서비스의 기능 중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개발은 미국, 뉴질랜드 등 타
국가의 사례에서도 중요한 영역임.
- 주간활동서비스 기록지 작성
⋅ 프로그램의 진행 상태, 발달장애인의 발전 단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서화된 형태의 일지를 작성하여 부모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일시 위탁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가족은 일시적
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달장애인을 맡길 수 있
는 서비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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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인 심리·재활치료 제공
⋅ 현재 제공되고 있는 낮시간서비스는 주로 교육, 여가, 사회활동 등에 중점
을 두고 있으나 발달장애인도 전문적인 심리·재활치료서비스를 필요로 함.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신체 경직으로 인하여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함.
○ 주제 4: 낮시간서비스 양적 확대
- 낮시간서비스 이용 기간 연장
⋅ 지역 내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제공기한이 기본 3년이며 추가로 3년 연
장 가능하여 최대 6년간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6년은 20-30대 발달장애인에게는 매우 부족한 기간이며 향후 이
용 가능한 다음 참여 기관을 구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음. 서비스이용 기
간을 확대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사
항임.
- 낮시간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전에 참여하지 못한 발달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발달장애인 낮시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감소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음.
- 복지관 프로그램 특정 시간 편중 해소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나 특정 시간 혹은
특정 요일에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각 낮시간서비스 간의 연계성 강화
⋅ 주간보호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복지관의 챌린지사업 등이 사
업별로 각각 구분되어 낮시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상당부문 존재함.
⋅ 따라서 기존 사업방식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연령
으로 구분하여 각 서비스를 보다 특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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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5: 낮시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자부담 경감 및 주간활동 시간 확대
⋅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부모들은 본인부담금이 없는 기본
형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시간을 확대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삭감 중지
⋅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시간만큼 활동지원서비스가 삭감되
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삭감을 중지해야 함.
- 도전적행동에 대한 종사자 교육 강화
⋅ 낮시간서비스 기관 종사자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행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도전적행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상해나 기타 피해를 입을 수
있음. 특히 도전적행동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종사자뿐만 아니라 발달장
애인, 가족이 낮시간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거나 심한 경우에는 타의적
으로 퇴소하는 경우도 있음.
- 주간보호서비스 관련 법령 개정
⋅ 주간보호시설은 1990년대에 설립되기 시작했으나 거의 20년이 경과하는
동안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특히 지방이양사업 이후 지자체별로 지원기준, 인력배치, 인건비 상황이 상
이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낮시간서비스의 최소 서비스기준 마련
⋅ 최소 서비스 기준(Service Standard)이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
스 양 및 수준과 관련해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해야함을 규정한 지침임.
⋅ 낮시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이나 주간활동시설에서는 이러한 최
소 서비스 기준이 부재하여 시설의 운영자, 운영철학 등에 따라 상이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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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 발달장애인 부모 포커스그룹인터뷰
- 발달장애인의 중증화, 고령화 등으로 특성에 맞는 낮시간서비스가 필요함.
- 탈시설 발달장애인 수의 증가로 사회성을 강조한 낮시간서비스의 비중을 높
여야 함.
- 개별지원 욕구, 활동중심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주간보호 및 낮시간서비스 평
생이용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주간활동기관 네트워킹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함.
- 낮시간서비스 이용 기간 연장과 낮시간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가 필요함.
○ 기관 종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 자부담 경감 및 주간활동 시간 확대가 필요함.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삭감을 중지하여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보장해
야 함.
- 도전적행동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간보호서비스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함.

2. 정책건의
○ 발달장애인 개별 서비스
- 개별 발달장애인(중증, 고령, 탈시설 등)에 적합한 낮시간서비스를 마련하거
나 특성화된 낮시간서비스 기관 편성이 필요함.
○ 낮시간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가 추가되어 가족의 돌봄 부
담을 경감함.
- 주간활동시간과 활동지원시간과의 분리를 통한 활동지원시간의 보존이 필요함.
○ 낮시간서비스 기관 법령 및 운영
- 주간보호시설의 정체성 확보, 지역 간 운영 편차 최소화, 인력 확보 등을 위
해 장애인복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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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의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함.

정책제안 및 반영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추가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
고 주간활동시간과 활동지원시간과의 분리를 통해 활동지원시간의 보존이 필요함. 주간보호
시설의 정체성 확보, 지역 간 운영 편차 최소화,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의 시행규
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간보호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의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
여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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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Study for Improvement of Daytime
Service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mmary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various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available including daytime services. With regard to community-wide
integr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the necessity of daytime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emphasized. In fact, there are needs for various
types of daytime services. Despite the importance of daytime services t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re are many
issues to be addressed such as service duplication, content uncertainty, etc.
Besides, many daytime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intended mainly for adolescents and youth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ile
the use and range of service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relatively limited compared to school ag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improve daytime service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order to analyze problems and aspects to be improved regarding the use of
daytime service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s study includes
focus group interviews among 10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r their
parents. To this end, 10 individuals working at related institutions were selected
for the focus group interviews. Based on the interviews, proposals for policy
improvement were derived specifically regarding the following aspects: provision
of individualized services for elderly or de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trengthening of support programs other than daytime
services,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laws and criteria of daytime services, and so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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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Family support services for parents and famili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eed to be added so that the family’s burden of care-giving is reduced
and the time of support during the day can be secured by separating the
supporting time from personal activity time. Additionally,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eed to be revised in order to
secure the identity of daycare facilities, minimize the gap in operation among
regions, and secure the necessary workfor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riteria
of minimal service provision for daytime protective service and daytime activity
service so that the quality of service is secured and the gap in service among
regions is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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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서원선, 김호연, 이선화

요약
보행지도사(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는 시각의 손상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전문적으로 보행을 지도하는 전문가임.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
사의 체계적 관리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는 미흡함.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보행지도사 양
성 과정이 개시된 이후 보행지도사 자격, 양성 체계, 전문성 유지 방안, 시장 조사 등 보행지
도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나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
스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현황 및 보행지도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행
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에는 총 151명이 응답하였으며 기본적
인적사항, 보행지도업무 현황,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등을 파악하였음. 또한 보행지도서
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당
사자 5인 및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보행지도사 교과과정
개선, 보행지도사 실습 강화, 보행교육 확대, 기존 복지서비스 활용을 통한 보행지도서비스 확
대 등의 주요 영역과 관련된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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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보행지도사(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는 시각의 손상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전문적으로 보행을 지도하는 전문가임(한국시각장
애인연합회, 2020). 시각장애인의 보행능력 향상은 재활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지도사의 체계적 관리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는
미흡함.
○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보행지도사 양성 과정이 개시된 이후 보행지도사
자격, 양성 체계, 전문성 유지 방안, 시장 조사 등 보행지도사와 관련된 전반적
인 연구나 조사가 실시되지 않음. 또한 보행지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을 대상으로 보행지도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연
구가 부족함. 이에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의 개선
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사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
제점 분석을 통해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임.

2. 관련 선행연구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orientation and mobility)이란 시각장애인이 현재 활
용할 수 있는 모든 감각과 인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신과 환경의 관
계를 이해하면서 현재의 장소에서 목적하는 다른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을 의미함(김영일, 2010; Blasch et al., 2010).
○ 보행 지도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동기술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뿐만 아니라 방향
정위에 대한 기초를 확립시켜 주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연령, 시각장애 발생 시기, 시각장애 정도, 중복장애 여부 등 다양한 개인 특성
을 고려하여 지도의 목표와 내용, 방법 및 평가 등을 달리해야 함(김영일 외,
201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a; Blasch et al., 2010).
○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전문가로,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맹학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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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회, 시각장애인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음. 보행지도사 자격은 2021년 5
월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으며 2000년부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
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a).
○ 시각장애인의 보행과 관련해 소수의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보행지도사 혹은 보
행지도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함. 과거 선행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에 대한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보행 관련 플랫폼 및 기기 설계에 대한
연구가 주류임.

3. 연구범위
○ 첫째, 제2장에서는 보행지도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사례를 분류하여 제시함.
○ 둘째, 제3장에서는 보행지도사 현황과 보행지도자격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행 보행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한 보행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음.
○ 셋째, 제4장에서는 실제로 보행지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보행지도서비스의 만족도 및 문제점 등을 포커스그룹인터뷰
형식으로 조사하였음.

4. 연구방법
○ 첫째,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와 관련된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1회에 걸
쳐 연구방향, 연구내용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내용의 충실도
와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 연구결과의 적합성 및 기여도 확보를 위해 노력함.
○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보행지도 자격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특히 미국, 호주,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 개
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 셋째, 보행지도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보행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보행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는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의 도움으로 협회에 등록된 보행지도사 3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끝으로, 보행지도서비스의 만족도 및 개선점을 조사하기 위해 보행지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보행지도서비
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은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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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보행지도사 자격 제도
1.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자격 제도
○ 훈련 및 교육 과정
-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며 시각장애인의 재활상담, 눈의 구조 및 안과질환의 이
해, 시각장애의 기초지식 및 점자의 이해, 보행이론의 이해, 일상생활훈련 지
도, 보행훈련 지도 등과 같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함.
○ 자격시험, 등록 및 보수교육
- 보행지도사 자격은 필기 자격검정시험을 통해 부여되며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함. 응시
자격은 만 19세 이상(시험 공고일 현재)인 자로 중증(1-3급)시각장애인은 응
시가 불가함(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a).

2. 유사 자격증 제도
○ 점역·교정사
- 점역·교정사는 보건복지부가 공인한 민간자격으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
합회에서 관리·운영함. 점역·교정사 자격은 점역 또는 교정 가능한 과목 유형
및 숙련된 과목 수에 따라 1, 2, 3급으로 분류함. 다만, 하위 등급을 취득한
자가 상위 등급에 응시한 경우 하위 등급에서 합격한 과목은 면제하고 있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1b).
○ 수어통역사
- 수어통역사는 수어로 농인과 청인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가임.
수어통역사는 표정, 입모양, 손동작을 사용해서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
을 하며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함. 수어통역사 자격증
은 국가공인자격이며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연수 과정을 통과한 경우 발
급 받음(한국농아인협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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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재활사
- 언어재활사는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 즉 언어와 말에 어
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임. 언어재활사는
아동기 언어 발달 장애를 비롯하여 뇌졸중 또는 치매와 같이 두뇌 기능 장애
로 인한 신경 말·언어장애, 삼킴장애, 발음에 문제를 보이는 조음음운장애,
성대 등 음성산출기관의 문제로 인해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산출하지 못하는
음성장애, 말더듬과 같은 유창성장애, 지적장애 또는 자폐범주성 장애 등과
같은 발달장애를 동반한 의사소통장애, 청각장애를 동반한 말·언어장애에 대
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임(한국언어재활
사협회, 2021).

3. 해외 보행지도사 자격 제도
○ 미국
- 미국에서는 2000년에 시각재활 및 교육 전문가 자격회(Academy for
Certification of Vision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Professionals,
ACVREP)가 설립되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각장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재활 전문가 및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인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ACVREP는 민간 비영리 단체이며
자발적인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의해 규율되는 독립적인 자치 자격
발급 기관임(ACVREP, 2021).
○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 지역
- 오스트랄라시아 보행지도사 협회(Orientation and Mobility Association of
Australasia, OMAA)는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 지역의 여러 군도에서 활
동하는 보행지도사를 위한 공식적인 전문 단체임. OMAA는 보행지도의 전문
성을 유지하고 동료 모임이나 전문적인 학회 혹은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성
을 발전시키며 보행지도사를 전문가로 양성하고 보행지도사의 전문성을 대표
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보행지도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보행지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간행물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오스트랄라시아 지역은 크게 7개 권역으로 구분되어있으며 각 권역에는 최소
1개의 지역 대표가 있으며 해당 권역에서 발생하는 이슈나 필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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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AA 관리부와 연락하며 보행지도사 확보 및 대중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
고 있음(OMAA, 2021).
○ 일본
- 일본에서는 1970년부터 보행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일상생
활 지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고령 시각장애인의 보행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행지도사가 활동하고 있음. 이에 보행지도사의 역할이 단순히 시
각장애인의 보행만을 지도하기보다는 보행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 영역을 지
원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 및 문화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보행지도사의 기능과 역할이 발전하고 있음.

4. 시사점
○ 첫째, 훈련 및 교육 과정에서 보행지도사의 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둘째, 자격시험, 등록 및 보수교육에서 보행지도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보행지도사의 기능 및 업무영역과 관련해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미국 및 호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보행지도사 자격증의 국제화가 필요
함.

Ⅲ.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1. 연구의 개요
○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본 실태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공
식적으로 등록된 보행지도사를 대상으로 보행지도사 교육 및 자격과 관련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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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및 문제점, 개선 요구 의견 등을 조사하고자 실시하였음.
○ 본 설문조사는 설문참여에 대한 설명서 및 동의서에 동의한 보행지도사에 한하
여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음.

2. 연구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보행지도사 자격증이 업무상 필요해서 응시한 경우와 본인 또는
가족이 시각장애가 있는 것이 자격 취득 이유로 높았음. 보행지도가 시각장애인
의 독립보행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행지도사로서의 한계는 보행지도기관의 부족과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아 느끼게 되는 지도능력 부족이 높게 나타났음. 이에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집
중적인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통해 보행지도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보행지도사 자격 시험 개선에 있어서 보행지도사 자격이 민간자격에서 국가공
인민간자격으로 승격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재까지의 필기시험의 내용과 난이
도를 유지하되 약간 상향 조정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보행지도사 양성을 위해 1순위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보행지도사의 전문
성 강화이며, 보행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기시험, 보수교육을 통한 전
문성 강화는 물론 별도의 역량 강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음.

Ⅳ.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1. 연구개요
○ 본 연구에서는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질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포
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활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했으며 동시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집단을 시각장애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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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와 보행지도서비스 전문가로 구분하였음. 보행지도서비스 전문가는 보행지
도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특히 보행지도교육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함.
○ 참여자들은 장애인당사자 5인,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였음.

2. 연구 결과
○ 연구 분석결과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의 문제점과 관련해 5개
의 주제가 도출되었음.
- 주제1 : 보행지도사 교과내용 및 보행지도사 관리 추가 개선
⋅ 시각중복장애인 보행지도 교과내용 확대가 필요함.
⋅ 전맹시각장애인을 위한 교과내용 확대가 필요함.
⋅ 보행지도 실습 의무화 및 실습위주 보수교육 강화가 요구됨.
⋅ 보행지도사 관리 전산화 및 웹사이트 운영이 필요함.
- 주제2 : 체계적인 보행교육의 미흡
⋅ 맹학교의 보행지도교육이 미흡함.
⋅ 보행지도 표준화 교재가 부족함.
⋅ 안마교육에 보행교육 추가를 고려함.
- 주제3 : 독립보행은 직업재활의 기초라는 인식 필요
⋅ 독립보행은 직장 생활의 기본적인 능력임을 강조함.
⋅ 직장을 다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서비스가 필요함.
- 주제4 : 보행지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보행지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각장애인 지부·지회를 활용해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함.
⋅ 안내견학교와 같은 1:1 훈련 시스템을 적용함.
- 주제5 : 기존 제도 활용을 통한 보행지도서비스 확대
⋅ 근로지원인 중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차등 급여를 제공함.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캠퍼스 보행지도서비스를 실시함.
⋅ 보행 관련 직종에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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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 보행지도사 대상 실태조사
- 보행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해 현행 교과내용, 실습, 보수교육 등의 내용이
보강되어야 함.
-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교육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 보수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익힐 수 있는 실습내용을 강화해야 함.
- 실습시간을 의무화하여 일정 기간 실습 후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발급 받도록 함.
○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 보행지도사 대상 실습을 강화하여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도록 함.
- 맹학교, 안마교육 등을 통해 보행지도 교육을 확대함.
- 기존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을 활용해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차등 급
여를 제공함.

2. 정책건의
○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 시각중복장애인 보행지도 교과내용 확대가 필요함.
- 전맹시각장애인을 위한 교과내용 확대가 필요함.
- 보행지도 실습 의무화 및 실습위주 보수교육 강화가 요구됨.
- 보행지도사 관리 전산화 및 웹사이트 운영이 필요함.
○ 보행교육
- 맹학교의 보행지도교육을 추가/강화함.
- 보행지도 표준화 교재를 제작함.
- 안마교육에 보행교육 추가를 고려함.
○ 독립보행에 대한 인식
- 독립보행은 직장 생활의 기본적인 능력임을 강조함.
- 직장을 다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서비스를 마련함.
○ 보행지도서비스 전달체계

7.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제도 및 보행지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85

-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보행지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각장애인 지부·지회를 활용해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함.
- 안내견학교와 같은 1:1 훈련 시스템을 적용함.
○ 기존 제도 활용
- 근로지원인 중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차등 급여를 제공함.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캠퍼스 보행지도서비스를 실시함.
- 보행 관련 직종에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의무화함.

정책제안 및 반영
맹학교의 보행지도교육을 추가/강화하며 보행지도 표준화 교재를 제작하여 안마교육에 보
행교육 추가를 고려함. 독립보행은 직장 생활의 기본적인 능력임을 강조하고 직장을 다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서비스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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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Study for Improvement of
Orientation & Mobility Specialist
Certification and Mobility Assistance
Service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Summary
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s are professionals who instruct visually
impaired persons for their mobility despite the challenges due to the visual
damage. However, there is no proper certification system to manage and train
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Since 2010 when
the 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s Training Course was initiated in Korea,
there has been no comprehensive research or survey on 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s qualifications, training systems, expertise development methods, market
surveys, etc. despite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s certification system and mobility assistance services.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s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actual condition of mobility assistance services as part
of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s.
In the survey, 151 individuals in total participated. The survey questions were
about the basic personal information, current status of walking assistance services,
aspects that need improvement regarding the 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s
qualification system, etc. In order to examine problems of existing mobility
assistance services and to propose policies for improvement,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among 5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5 specialists.
Based on the interviews, the following proposals for policy improvement were
derived: improvement of 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s education programs,
enhancement of practical lessons for 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s, expansion
of orientation and mobility education, and expansion of mobility assistance
services in use of existing welfare services, and so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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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Adding/strengthening orientation & mobility education programs at schools for
the blind; developing textbooks for mobility assistance method standardization;
and adding mobility education to the existing massage therapy education
programs are considered. Emphasizing the fact that independence in mobility is a
fundamental ability at work and providing mobility assistance service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who work are cru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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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방안 연구
강정배, 박계신, 손희경

요약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전적 행동 지
원제도, 전문가 양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현재 도전적 행동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의 행동
발달증진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방과 후 활동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
으며, 교육부에서는 행동중재센터, 특수학교, 치료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함께 자치
단체에서는 최중증 장애인 낮 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서
울시에서는 챌린지2사업을 통해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음.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는 국내 전문가 양성체계는 대학 또는 학술단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을 통해 제공인력의 기초적인 확인 과정
을 거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도전행동 전문가 양성제도(BCBA)를 운영하고 있음. 도전적 행
동 지원에 대해서 행동 지원 매뉴얼이 적용 가능한 재정환경이 마련되어야하며, 서비스 양적
확대와 현행 도전적 행동 기관의 역할 구분 및 연계체계 마련이 중요함. 행동 지원 전문가 양
성방안의 경우 행동재활사와 준전문가 직무연수과정으로 나누어 전문가 양성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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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자립의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역사회 생활 및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함.
○ 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 대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특히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원받기가 더 어려움.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도전적 행동 지원
제도, 전문가 양성방안, 도전적 행동 지원 전달체계를 제안하고자 함.
○ 현행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방안, 행동 지원 절차, 도전적 행동 매뉴얼,
전문가 양성체계 분석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를 통해 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방안, 전달체계, 지원제도를 제안함.

Ⅱ. 도전적 행동 지원체계
1. 도전적 행동 지원체계
○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증진을 위해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최
대한 반영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별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서울시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챌린지2
- 광주광역시 융합돌봄지원센터
- 대구 청암낮생활지원센터
○ 행동발달증진센터
-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자·타해 등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
를 위해 개소한 센터
- 주 서비스 대상은 심각한 자·타해로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또는 지적·자폐성 장
애가 부장애인 경우도 대상으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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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전적 행동 지침 분석
○ 분석대상
- [지침1]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가이드(2019)
- [지침2]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사업 운영 매뉴얼(2019)
- [지침3]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중재 매뉴얼(2020)
- [지침4] 문제행동 치료의 표준지침 및 치료 매뉴얼(2016)
○ 분석방법
- 각 지침의 내용을 요약하고, 유사항목을 재분류하여 범주를 재구성함.
-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침 간 차이와 공통점을 정리함.
○ 분석결과
- [지침1]은 도전적 행동 지원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각 단계에서 필수적
으로 알아야 할 기초지식과 현장 활용성이 높은 기술 중심으로 제시함.
- [지침2]는 실제 도전적 행동의 소재나 사례를 소개하여 경험 중심적 지침으
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의 지침에서 다루지 않은 다영역적 접근에 대한 내용
을 제시함.
- [지침3]은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접근 방법 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을 제시함.
- [지침4]는 실제현장에서 관찰되는 문제행동에 대해 응용행동분석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
- 발달장애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해서는 [지침4]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지침에
서 DSM-5 기반으로 신체적, 기능적 등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사전 점검 방안(예방)에 대해서 [지침1]은 이용인, 가족, 서비스 제공자, 환경
4가지 측면에서 예방차원의 지원을 이야기 하였으며, [지침2]와 [지침3]은 환
경의 중요성을, [지침4]는 도전적 행동의 기능에 따른 예방방법을 제시함.
- 대상자 지원과정에 대해서 [지침1]은 일상적 지원의 목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침2]는 ‘도전적 행동 중재 지원 시스템’ 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영역적 접근 지원방안을 강조하였으며, [지침3]과 [지침4]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 도전적 행동의 원인을 파악 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함.
- 위기관리계획에 있어서 [지침1]과 [지침2]는 단계별 상황관리 방법을 제시하
고 있으며, [지침3]은 대응의 원칙 3가지를 통한 대처 방법을 제시, [지침4]
는 문제행동에 따른 응급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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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전적 행동 지원전문가 양성체계
○ 국내 대학 중심 학위과정 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과정
- 현재 국내 행동 지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대구사이버대학교(행
동치료학과),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심리행동치료전공), 백석대학교 교육
대학원(응용행동분석전공),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대학원(응용행동분석학과), 중부대학교 휴먼텍대학원(심리·행동치
료학과) 총 7개 대학임.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의 양성체계
-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규정 교과목 이수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함.
○ 학술단체 등 민간기관 양성체계
- 한국행동분석학회에서 발급하는 행동분석전문가(민간자격)자격증은 대학 및 기
타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임상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 자격심사
를 거쳐 취득가능함.
○ 국외(미국) 도전행동 전문가 양성제도(BCBA) 분석
- 행동분석전문가자격심사위원회(BACBⓇ)에서 발급하는 국제행동분석전문가
자격은 자격요건에 따른 국제행동분석협회 인증 프로그램(VCS)과 임상실습
으로 나뉨.

Ⅲ. 도전적 행동 지원 주요 현황
1. 발달장애인 현황
○ 2020년 12월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수 대비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9.4%이며,
연도별로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 전체 장애 인구 대비 10~11% 비율로 발달장애인 비
율이 높은 지역은 충북→광주→제주→세종→대전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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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용자 현황
○ 현재 전국 8개소가 운영 중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실 이용자는 133명으로 전
체 발달장애인 기준에 비하면 매우 적은 인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음.
- 서비스 대기 인원 319명, 이용자 대비 2.4배
- 지원 인력 21명, 전문가 1인 당 6.3명

3. 발달재활서비스 행동재활 이용자 현황
○ 발달재활서비스 상 행동재활 영역의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총 이용
인원은 88,730명으로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이용자가 높게 나타남.
○ 제공기관은 총 2,298개의 기관이 있으며 기관 당 평균 38.6명이 이용함.
○ 행동재활 제공인력은 400명으로 전체 제공인력 대비 2.8%로 낮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제주, 부산, 대구 순으로 행동 지원 담당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남.

4. 도전적 행동 지원 주요 현황 소결
○ 24만 명의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수를 직접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2.8%에서 행동재활을 제공하고
있고, 발달재활서비스가 18세까지 61,3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다는 점을 고려
하면, 성인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거의 지원되고 있지 않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음.
○ 성인을 일부 지원하기는 하지만 아동중심으로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
음에도 이용자 대비 21%가 대기하고 있어, 행동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되는 인원 또한 제한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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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전적 행동 관련 전문가 의견분석
1. FGI참여자 일반적 인적사항
○ FGI는 행동발달증진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행동 지원관련 전문가 양성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1그룹: 서울시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참여 복지관 담당자 8명
- 2그룹: 행동발달증진센터 담당자 7명
- 3그룹: 주간활동제공기관 담당자 2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2명,
광주·대구 최증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담당자 2명
- 4그룹: 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 관련 대학 교수 2명

2. 인터뷰 주요 의견
○ 도전적 행동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 개선 필요
○ 도전적 행동 강도에 따른 지원연계체계 구성
○ 도전적 행동 지원방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정보연계 필수
○ 성인기 지원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낮활동 지원사업의 서비스 기준 마련 필요
○ 장시간 소요되는 도전적 행동 지원이 2년 이상 지원되도록 기간제한 해소
○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가족지원’으로 범위 확대 필요
○ 도전적 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의 이원화 필요
○ 행동 지원 예산확대와 지원인력 고용불안 해소 필요

Ⅴ. 결론 및 제언
1. 도전적 행동 지원제도
○ 행동 지원 매뉴얼이 적용 가능한 재정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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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양적 확대
○ 현행 도전적 행동 기관의 역할 구분 및 연계체계 마련
<표 8-1> 도전적 행동 지원 기관 체계(안)
대상

기관

비고

최중증
(치료중심)

행동발달증진센터/
행동중재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 10개(낮병동)
행동중재센터 5개(교육청 지정)

최중증
(돌봄중심)

낮생활 지원기관/
특수학교

서울시 챌린지 사업(23개)
광주 융합돌봄센터(2개)
대구 낮생활지원센터(2개)
전국 특수학교(특수학급설치 일반학교 포함)

중증
(지역적응중심)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지원서비스
(행동 지원)

1:1 행동 지원 제공
전국 2,237개

중증
(돌봄)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이용자 20%이상 최중증(사업기준)
실제 10% 정도 이용
제공기관 255개

중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가정)

전국 975개 기관
모든 발달장애인 가정

2. 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 방안
○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는 전문양성체계
- ‘행동재활사’ 국가자격도입
⋅ 행동재활사가 도전적 행동을 직접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 혹은 교육부
소속 해당 기관의 종사자(예) 사회복지사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및
실제 행동 지원 수행 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 ‘준전문가 직무연수과정’
⋅ 현장의 사회복지사나 특수교사가 지속적인 직무연수를 통해 기본적인 행동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격과정(예. 현 교육부 행동중
재전문교사 자격과정 기초이론 45시간, 심화이론 45시간, 임상실습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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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도전적 행동 지원 전문가 양성체계(안)
국가자격 : ‘행동재활사’(안)
자격조건: 일정 교육과정 이수(학사학위 이상 취득) 및 임상연수 수료자
임상연수: 1년
* 관련기관(복지관, 의료기관,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등)에서 행동재활사 지도하에 임상연수
* 임상연수지도자는 행동재활사로 3년 이상 경력자, 행동재활분야 대학 교수
자격취득: 행동재활사 자격조건을 갖춘 국가고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합격자
* 「장애인복지법」 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명시
역할
➀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 등의 행동 지원
➁ 현장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의 지원
➂ 가족 지원 등
연수 : 현장인력 ‘행동 지원 역량강화’
연수대상: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는 현장인력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재활상담사, 발달재활제공인력 등)
연수시간: 160시간(실습 80시간 이상)
역할: 도전적 행동이 있는 장애인 등의 도전적 행동 현장 지원

정책제안 및 반영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은 매우 어려운 분야로 국제적으로도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완전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음. 일례로 최근 미국에서 발달장
애인의 행동 지원 서비스에 전기자극장치(electrical stimulation devices)의 사용금지를 두
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등 지원 방안에서도 논란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물론 전체
미국에서도 1개 기관만이 사용하고 있어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안이 현재에도 논란이 되는 것은 행동 지원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
임을 반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1~2년 이상 장기간 일관된 지원 체계와 지원인력
이 있어야만 가능하기도 함. 때문에 도전적 행동이 중증인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고, 이러한 배제는 가족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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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Study on Support Measures for
Challenging Behavior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mmary
With the aim to provide support measur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show challenging behaviors, this study suggests an assistance
system for challenging behaviors and plans for expert training.
Currently, the following services are provided in the support system for
challenging behaviors: the Behavioral Development Center,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daytime activity service, after-school activity service, etc.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Behavioral Intervention Center,
special education schools, therapy support services, etc.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provide independent services for
daytime activities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Particularly, Seoul assists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who show challenging behaviors through its
specific project called “Challenge 2.”
Expert training systems for challenging behaviors in Korea are operated by
universities or academic organizations. Recently, a basic screening process is taken
on individuals providing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through a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 In the US, the BCBA (Board Certified
Behavior Analyst) system is operated.
To provide proper assistance for challenging behaviors, financial environments
that make a behavior assistance manual applicable need to be established. It is
also important to secure sufficient services, classify roles of existing institutions
that handle challenging behaviors, and establish a unifying system.
For programs to train behavior support specialist, the specialist training system
need to be separated into courses for behavioral rehabilitation counselors and
semi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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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The area of helping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their challenging
behaviors involves many challenges. While support measures continue to be
established internationally, developing an effective solution remains a challenging
task. For example, some supportive measures have become controversial: the
prohibition of using electrical stimulation devices in behavior support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cently led to legal battles in the US. Yet,
this seems to be a matter of time as there is only one institution in the US that
uses such devices. However, the fact that such supportive measures remain
controversial implies that behavior support is an issue that is hard to be resolved.
Particularly regarding challenging behaviors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consistent support system for a time at least 1 to 2 years and
sufficient workforce are required. For this reason, mos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ffering severe challenging behaviors are excluded
from services, and such exclusion even leads their families to an extreme situation.
This has become worse in the midst of the COVID-19 pandemic.
Prompt measures, therefore, need to be established and taken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of service insufficiency for challeng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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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척수장애인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모델 개발 연구
한기명, 이지선, 김계정

요약
척수장애는 교통사고나 낙상, 스포츠활동 등으로 인해 척수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장애
로, 영구적인 보행장애와 배뇨·배변 장애, 성기능장애, 호흡기계 문제 등 중복적인 장애 및
합병증을 동반하게 됨.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
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척수장애인의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각 기
관의 연계 및 역할 정립방안을 모색함. 이를 위해 국내외 척수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현
황 및 특징들을 살펴보았으며, 현재 척수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실무자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척수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음.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척수장애인에 대
한 정확한 사례발굴과 관리를 통해 초기 척수장애인과 칩거 척수장애인을 발굴하고, 이를 지
원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의 업무 연계가 필요함. 특히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에 의거한 재활
의료기관을 통해 퇴원하는 환자들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를 통해 반드시 연계
되도록 하여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둘째, 장애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와 지자체 기관 간의 다학제적 팀 접근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마지막으로 척수장애인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기관인 척수장애인재활센터의 원활한 서비
스 제공을 위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운영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더욱 소외될 가
능성이 높은 지방 거주 척수장애인을 위한 센터 간 균형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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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척수장애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척수신경이 손상된 장애로 손상 부위 아래로
마비 및 감각 이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영구적인 보행장애와 배뇨·배변 장
애, 성기능장애, 호흡기계 문제 등 중복적인 장애 및 합병증을 동반하게 됨.
○ 중도·중증·중복의 삼중고를 겪는 척수장애인은 갑작스럽고 영구적인 신체적 장
애로 인해 신체 구조와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재적응의 과제를 안게 되는데,
이는 부정적 자아개념, 우울증, 상실감에 이어 분노와 좌절 단계까지 심리적 문
제로 번지게 되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됨.
○ 따라서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재활의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함(서해정 외,
2017).
○ 척수장애인들은 생애 첫 척수손상 직후인 급성기에는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
관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이후 개별 상태 및 여건에 따라 재활병원, 요양병
원, 지역사회 복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척수 환자와 가족은 의료적 재활에만 집중하면서 상당 기간 재활병
원, 요양병원, 3차 병원을 옮겨 다니는 ‘재활난민’ 상태를 겪으며, 정보의 부재
속에 지역사회 복귀 준비 정도 및 기간은 개인마다 다름.
○ 또한 손상 이후 치료 장소에 따라서도 지역사회 복귀기간이 차이가 나는 한편,
척수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도 치료 및 재활, 지역사회 복귀 준비 정도가 달
라짐. 즉, 우리나라는 척수장애의 발생원인 및 재정적 여건에 따라 재활서비스
의 양과 질이 격차가 큰 상황임.
○ 국내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초기, 칩거 척수장애인을 위한 상담, 교육, 재
활 훈련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척수장애인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약 10여 년간 척수장애인의 사례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음에도 여전히 법적 근거 없이 매년 공모방식으로 사업비
를 지원받고 있으며, 잦은 직원의 교체 및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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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장애인건강권법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등 장애인을 위한 통합사례관
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와의
적절한 연계를 통해 척수장애인을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척수장애인의 등록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한
국척수장애인협회 내 중앙 및 지역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상
황 및 관계자의 정책제언을 통해 척수장애인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모델의 세부
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 연구
- 전통적인 사례관리의 개념 및 발전과정을 통해 국내 장애인의 통합사례관리
에 대한 연계 체계에 대한 개선사항 확인
- 국내 척수장애인의 현황 및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살펴봄
으로써 전체 장애인의 통합사례관리모델 내에 척수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 모색
- 주요국의 척수장애인 사례관리 운영체계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척수장애인을
위한 통합사례관리모델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검토
○ 심층인터뷰
- 현재 가장 많은 척수장애인의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관계자 및 서비스 수혜 당사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이론적 논의 및 심층 인터뷰를 종합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인 통합사례관리모
델(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포함하였음.
- 다수의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들의 자문회
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였음.

9. 척수장애인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모델 개발 연구

101

Ⅱ. 이론적 논의
1. 국내 척수장애인의 현황 및 특성
○ 척수장애인은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15개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의 하위 유형에
속해 있고, 근력등급만으로 평가하는 상지 및 하지 기능장애의 판정 기준을 통
해 평가되고 있음.
- 이 같은 구분은 척수장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척수장애인의 정확한 인
구 비율과 현황, 삶에 기반한 조사계획 및 지원정책 수립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척수손상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25~50만명 정도로 발생하는 비교적 낮은 발병
률을 보이지만, 건강관리에 높은 비용의 지출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Bickenbach et al., 2013: Chan et al., 2019: Krueger et al., 2013).
○ 국내 척수장애인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만
큼 일상과 사회로의 복귀가 늦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척수장애인의 정확한 현황, 비율, 규모를 정확하게 파
악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소속된 척수장애인 중 자발적인 참여에 응한 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척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특성 및 현황을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한국척수장애인협회
홈페이지).
○ 욕구 조사는 2012년 303명, 2015년 600명, 2018년 602명이 참여하였으며,
일반특성, 장애 관련 특성, 여가활동, 경제적 특성, 건강관리, 주택 관련 특성,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문항이 포함되었음.
○ 해당 조사 결과를 3개년에 걸쳐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때 두드러지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남성 장애인(78.1%)이 여성장애인(21.9%) 2012-2018 평균에 비해 약
4배 정도 많지만, 여성장애인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둘째, 장애등급의 경우에도 1급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최중증 장애인이
대부분이며, 손상에 대한 원인은 질병보다는 외상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교통사
고로 인한 손상(2012년 51.8% → 2018년 54.8%)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셋째, 기혼과 미혼의 비율이 각각 평균 48%, 37%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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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기는 척수손상 후가 3개년 평균 80% 이상을 차지하여 척수장애 당사자
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넷째, 입원 치료기간은 2012년 평균 26개월에서 2018년 평균 30개월까지 증
가하여 다양한 사회복귀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기간과 지역사회 복
귀 시까지 이용한 병원 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다섯째, 약 70%에 가까운 참여자가 신체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으
며, 이로 인한 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음.
○ 여섯째,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1순위)은 배우자(38.7%)가 가장 많고, 활동보조
인(28.1%), 부모(19.3%)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가족에 의한 돌봄 비율이 절대
적으로 높은 상황임.
- 이는 척수장애와 같은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임.

2. 국내 척수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복귀 지원기관
○ 국립재활원
- 국립재활원은 한국에서 유일한 재활전문기관으로 재활병원, 재활연구소, 공공
재활의료사업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회복 및 사회복
귀를 지원하고 있음.
- 국립재활원에서는 입원 환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사회사업 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며, 환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특성화
된 사회복귀 프로그램(환자에 대한 정서지원과 사회복귀 동기 강화 프로그램,
사회체험, 진로 지원 등을 제공하며 회복기 환자에 대한 보호자 교육, 지역사
회 자원연계 등 퇴원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 척수 손상의 원인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
복지공단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맞춤형 통합서비스란 산재근로자를 직업복귀의 취약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개별 욕구 및 특성에 맞는 요양·심리·직업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통합 및 연
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고객지향의 서비스임.
- 척수가 손상된 산재근로자는 사고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70%를 연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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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제공 받는다는 것이 다른 척수장애인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치료 종결 후 사회, 직업 복귀에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직장동료화
합프로그램, 재활스포츠지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작업능력평가 등 총 10가
지 복지서비스가 제공됨.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 2010년 설립된 중앙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척수장애인재활
훈련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현재 지역척수장애인재활지
원센터 15개소를 운영 중임.
-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는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을 위한 교육, 상담,
훈련프로그램 등 총체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척수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
성원으로 다시 지역사회(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은 2개의 기본사업(찾아가는 정보메신저, 찾아가는 헬스케어)과
4가지 전환재활훈련사업(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훈련, 휠체어 스쿨, 가족프
로그램, 매트리스 클리닝) 중 1개를 지역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도
록 하고 있음.

3. 주요국의 척수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복귀 지원기관
○ 척수장애인을 위한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갖춘 대표적인 국가들(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스웨덴)에 대해 검토하였음.
○ 국가 차원에서 수술부터 사회복귀의 전 과정을 통합사례관리하는 경우는 영국
이 유일하며, 다른 국가들은 민간 병원, 척수손상센터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
원하는 형태임.
○ 다만, 미국의 경우 척수장애 모델 시스템(SCIMS)를 통해 환자를 통합관리 운영
하고, 국립재활연구소, 지역사회 거주행정국이 운영을 지원함.
○ 또한, 각 재활센터나 보험회사 소속의 사례관리자가 다학제적 팀을 구성하여 재
활서비스를 제공함. 즉, 전국 단위의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민간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스웨덴의 경
우에는 척수장애인 당사자인 동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병원(척
수센터), 재단, 연구소, 척수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팀별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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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요약 및 논의
○ 본 연구는 국내 척수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체계가 분절적인 형태
로 제공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 간의 적절
한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
었음.
○ 이를 위해 국내 척수장애인의 서비스 제공현황에 대한 문헌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첫째,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재활의
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요 사업인력은 보건
의료 인력과 사회복지 인력 모두가 포함되어있음. 따라서 신은경 외(2020)의
연구에서 제안한 대로 척수장애와 같이 다양한 합병증 관리가 필요한 보건의료
적 욕구가 강한 대상자를 접근하기에 적합한 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로 연계되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는 없었음.
- 또한, 척수장애가 발생한 지 오래된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례관리 연계 협력 체계를 통한 발굴이 필요함에도 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
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발견되었음.
○ 둘째,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재
활훈련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민간기관이 운영함에 따
라 사업인력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제공자의 수준이나 지역,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음.
- 특히 산재보험제도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도 척수장애인 집단 내 서비스의 격
차가 큰 상황임.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 발생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업무흐름도(보건복지부, 2021b)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지원시기별로
제안하고자 함.
○ 첫째, 가장 중요한 사례발굴 단계임. 척수손상이 새롭게 발생하는 대상자와 지
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척수손상으로 인해 월 2회 이상 집 밖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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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칩거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함.
- 먼저 척수손상이 새롭게 발생하는 대상자는 현재 여러 병원을 ‘재활난민’처럼
전전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건강권법 제
18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 기능(지역사회 연계 수가
신설)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수 청구가 매우
저조한 상황임이 확인되었음(병원신문, 2021. 10. 5.). 이는 병원 내에서 활
동하는 인력의 방문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사회연계 수가 책정 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음.
○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칩거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을 발굴하는 단계임.
-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는 월 2회 이상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척수장애
인을 칩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이 추천
하거나 척수장애인 카페,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해 우연히 가입하는 경우가 아
니면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주지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찾
아가는 보건복지팀 등 공공 부문의 담당자를 통해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함.
현재 공공 부문의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는 척수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활
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의 업무안내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방문건강서비스)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팀의 연계협력 내용을 추가하여 고
령, 합병증 등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장애인(척수장애인 포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함.
○ 셋째, 사례연계 및 재활사정 단계는 척수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통합사례관
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로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팀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기관 연계 대상자를 퇴원 평가가 포함된 의뢰
서를 기반으로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팀으로 연계하고, 보건소 연계
대상자는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를 통해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의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척수장애인의 경우에는 척수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의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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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민간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
크 구성, 당사자 권익 옹호활동 등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만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도 지역사회 내 중요한 연계 자원으로 인정하고, 각 척수장
애인재활지원센터 담당자 1인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서비스 제공단계에서는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팀 담당자가 통합사
례관리를 주요하게 담당하도록 함.
- 다만 초기 척수장애인을 위한 직접 서비스는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 전
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욕구 사정 시에 해당 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
비스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두 사
정하여 적절한 재활목표를 설정함.
- 이러한 수평적인 관계 형성은 광역 단위로 설치된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와
지자체 단위로 설치된 보건소의 자원 제약을 보완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사
회 내 연계자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거주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함.
○ 다섯째, 일정 기간의 재활서비스 지원 이후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척수장애인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나 뉴질랜드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와의 연계를 지원하도록 함.
- 이는 현재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문제로 발생하는 공공과 민간기관의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인력이 민간 영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역량과 해당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강혜규 외, 2019).
○ 마지막으로, 해당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을 필수적으로
일정하게 배정하도록 하며, 특히 인력 구성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하도록 하여 해당
인력이 안정적으로 사례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담당자는 병원이나 공공 부문의 연계에 있어서 전문
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음.
- 광역 단위로 설치된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상황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
과 같이 지역 내 자원이 거의 없는 소외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주
유비나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재활서비스
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는 척수장애인의 초기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국내의 일상홈이나 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전환재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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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서비스를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 및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는 장애인건강권법 도입 이후 4년이 경과함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장애 정책 환경
을 반영하여 척수장애인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모델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척수장애인의 현황 및 특성, 국내외 척수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살펴봄.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 척수장애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각 기관의 연계 및 역할 정립방안을 제시하였음.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인건강권법
도입 이후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초기 척수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귀활동에 대한
장애 당사자 체감 정도 및 각 기관 종사자를 통한 지원의 어려움 등을 꾸준히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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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Case Management Model for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Summary
Spinal cord injury is a physical damage on spinal nerves due to a traffic
accident, fall, sports activity, etc. It may involve multiple disabilities and
complications such as permanent dysbasia, dysuria, dyschezia, sexual dysfunction,
respiratory failure, etc. Nevertheless, there is no integrated supportive system to
help such patients’ rehabilitation in Korea. The present study aims to find out ways
to connect organizations and establish roles for integrated case management of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curren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that assist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To develop ways of improvement, interviews were conducted
among hands-on workers at Korea Spinal Cord Injury Association who assist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and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who receive
such services. Finding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ssify persons with early-stage spinal cord injury and those living
in seclusion by finding and managing clear cases of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and establish a liaison system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to provide
assistance effectively. Particular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vital to direct patients discharged from a rehabilitation hospital to
a local medical center for disabled persons or a public health center so that
necessary services continue. Second, a cooperative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through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between the Spinal Cord Injury Support
Center and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disabled individuals. Finally, it is required
to create operating conditions for the Spinal Cord Injury Support Center as a key
organization supporting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to provide services in a
smooth and stable manner. Particularly, balanced resource allocation needs to be
secured among centers for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living in rural areas
where they are likely to be easily alie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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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model
in support of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in consideration of rapidly changing
policies for the disabled as 4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in Korea and roles and functions of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that support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connect relevant organizations
and establish roles so that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can be supported
comprehensively and managed systematically.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ontinually examine disabled individuals’ perception of rehabilitation activities, such
as rehabilitation hospital designation, etc. that support persons with early-stage
spinal cord injury as well as difficulties in such supportive services by organization
worke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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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
조윤화, 이용표, 배진영, 김계정, 오현성, 한인정

요약
본 연구는 다양한 위기 경험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여 정신장애인의 위기 개념을
재구축하고, 국내외 위기지원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위기지원체계 모델을 구상하는
목적을 가짐. 이를 위해 위기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가족과 현장전문가,
위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위기 경험을 질적 및 양적으로 분석하여, 위기 정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위기에 대한 개념은 우
리나라에서는 응급의 개념과 함께 활용되고 있어, 전반적인 위기 개념의 재설정이 필요하였
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협의와 광의의 위기를 정의함. 협의의 위기는
응급, 즉 자·타해 위험의 지원 수준만을 의미하며, 광의의 위기는 지역사회 내 상황에서의 위
기까지를 포괄하며, 전문적인 위기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개념화 함.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
사회 정착의 어려움과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해 당사자 집단, 전문가 집단,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음. 또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병행하여, 위기양상과
지원서비스 욕구를 양적으로 조사하였음. 질적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당사자의 경우, 위기
안정을 위한 서비스로는 상담서비스, 자유로운 분위기의 단기 쉼터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정
착을 위한 서비스로는 정기적인 연락과 방문, 권익옹호서비스, 경제적 지원, 가사지원으로 나
타남. 가족의 경우에는 위기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 중에서 상담 및 지지 서비스, 병원 이전
에 이용 가능한 중간 단계의 위기쉼터, 좋은 환경의 병원 치료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로는 퇴원 이후 자립지원서비스, 정기적인 관심과 연락,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
기지원 창구 역할 보완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전문가집단(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경찰 등 현장전문가 6명)은 개인증상 중심에
서 지역사회 내 돌봄시각으로의 전환 필요를 제시하였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로는
낮 생활 지원센터 확대,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 예방을 위한 독립, 주거지원서비스 등 지원,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빈곤 지원 등으로 나타남.

10.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

111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의 위기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체계의 법제 근거가 미흡
하고, 다양한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역시 미구축 상태임.
- 정신장애인의 경우 증상적, 정서적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한다면 입원을 예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및 지원체계가 없어 위기 발생 시 불요불급
한 입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임.
○ 인간의 삶 전체와 얽혀 있는 위기들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되는 위기지
원체계 구축이 시급함.
○ 본 연구는 다양한 위기 경험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여 정신장애인의
위기 개념을 재구축하고, 국내외의 위기지원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위
기지원체계 모델을 구상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위기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가족과 현장전문
가, 위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위기 경험을 질적 및 양적으로
분석하여,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
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첫째,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및 지역사회 정착의 관점에서 지역사
회 내 위기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고찰함.
○ 둘째, 국내외 위기지원체계에 대한 고찰.
○ 셋째, 당사자와 가족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함.
○ 넷째,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실시함.
○ 다섯째, 질적연구 및 양적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
착을 위한 위기지원체계 방향과 법률적 개편안, 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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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맥락 및 위기 관련 선행연구
1.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체계의 필요성
1)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살아갈 권리(UN CRPD 제19조) 강화
○ UN CRPD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는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
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으
며, 회원국들은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와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 및 참여의 완
전한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규
정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07).
○ 제1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기관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지
원서비스가 갖추어진다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위기는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2) 통합돌봄정책 내 위기지원체계 중요성 대두
○ ANED(2019)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완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공공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사회생
활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함.

3) 광의의 위기개념에 따른 위기지원서비스 필요성 증대
○ 위기지원체계는 위기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시스
템의 역할과 지원 서비스가 달라지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위기’와 ‘응급’을
혼동하는 가운데 응급상황을 위기상황으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음.

2. 정신장애인의 위기 개념
1) 위기의 개념
○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 상의 위기는 발달적 위기, 상황적(우발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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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회문화적 위기,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 등이 있음(이용표, 강상경, 배진
영, 2021).
○ 심리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위기 현상을 특징짓기 위
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옴.
○ 그 중 Caplan(1964)이 제시한 위기 모델은 가장 전통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
해주고 있음.
- 사람은 심리적 항상성(homeostasis) 또는 평형상태(equilibrium)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촉발 사건’에 직면하여 기존의 극복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
을 때 그 항상성은 깨질 수 있으며, 항상성의 혼란으로 인해 정서적인 불안
감이 점차 증가하면 개인은 기본적인 기능이 상실되는 ‘위기’의 단계에 이르
게 됨.
- 위기 시 당사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극복 능력으로 실패
했을 경우에는 낮은 기능 수준에서 새로운 평형상태로 자리잡게 될 수 있는
반면, 적절한 도움이나 내적 자원을 통해 위기가 해결되면 더 높은 기능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위기는 위험을 수반한 기회로 인식됨을 의
미함.
- 이러한 Caplan의 위기 개념은 이후의 위기 관련 연구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옴(Everly, 1999; Tobitt, 2008).

2) 위기의 양상
○ 이용표 외(2021)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적 위기발생과 자조적 지원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제시하고 있음.
- 이 모형에는 위기가 발생하는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그리고 위기 그 자
체의 중심현상으로서의 양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 중심현상에서는 위기 자체가 가지는 양상이 ‘증상에 사로잡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적 행동, 절박한 입원의 반복, 사회적으로 배제 당함’등으로 나타남.

3) 위기대응 원칙 및 방법
○ 응급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WHO가 승인한 기관 간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지침은 기본 서비스에서 임상치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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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음(WHO, 2019).
- 이 원칙은 ‘응급(emergency)’상황에 대한 지원 지침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심리적 응급 처치,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심리적 개입과 같은 위기안정을 위한
개입 이외에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개입과 권익보호 측면의 개입을 포괄
하여 전반적인 위기 지원에도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음.

3. 본 연구 위기개념
○ 이론적 맥락을 통해 살펴본 응급과 위기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응급은 생의학적인 관점으로 설명되며, 그 개념은 정신과적 응급의 잠재적
자살, 잠재적 폭력,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급성 정신증으로 인한 긴박한 상
황(Callahan, 1994)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반면에 위기는 통합돌봄관점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힐 위험 소지가 있
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보거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의미하며, 따라서 응급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어떠한 관점으로 위기를 개념화 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광의의 위기는 정신건강관련 전문적 개입이 요구됨.
- 일반의 보편적 욕구는 정신장애인들의 것과 유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
비스나 복지급여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광의의 위기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원에 비해 정신장애에 대
한 이해가 요구되며, 정신관련 상담 등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차이를 보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위기는 응급 즉 자·타해 위험의 지원 수준만을
의미하고, 광의의 위기는 지역사회 내 상황에서의 위기까지를 포괄하며, 전문적
인 위기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개념화 하고자 함.

Ⅲ. 국내외 위기 정신장애인의 위기지원체계 현황
1. WHO 위기지원체계 동향
○ 위기서비스의 목적은 급성적 상황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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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WHO, 2021)이나 위기서비스는 바로 격리와 신체적·화학적 억압과 같
은 강제 입원 및 강압적 치료를 포함하는 인권 침해의 위험이 높아지는 현장에
서 이루어지고 있음.
○ 위기서비스의 실무패키지는 강압이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효과적인 돌봄과
지지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법적 역량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서비스들의 묶
음이라 할 수 있음.
- 실무패키지의 모든 서비스는 돌봄과 지원을 전인적이고 인간중심적으로 접근함.
- 실무패키지는 인권과 회복접근을 토대로 하며 특별히 서비스에서의 힘의 균
형에 주목하고 있음.
○ WHO가 제시하는 위기서비스의 모범 사례는 위기대응이 반드시 완력이나 강압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 대신 소통 및 대화, 고지된 동의, 동료지원, 지원에서의 융통성 그리고 개인
의 법적 역량에 대한 존중이 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돌봄과 지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줌.
- 위기서비스의 모범사례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의 인권 및 회복의 범주는 ⑴ 법적
역량의 존중(Respect for legal capacity), ⑵ 비강압적 실천(Non-coercive
practice), ⑶ 참여(Participation), ⑷ 지역사회포용(Community inclusion)
그리고 ⑸ 회복 접근(Recovery Approach)임 (WHO, 2021).

2. 한국
○ 화성시와 서울시의 정신건강위기 관련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위기를 화
성시의 경우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높은 상
황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지역사회의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정신병
적장애(조현병, 급성 정신장애, 조현정동장애), 기분장애(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기타(기질성 정신장애, 인격장애, 행동장애)와 같은 명백한 정신질환
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뿐만 아니라, 기질성 정신장애, 성격장애, 행동 및 충
동장애 등으로 본인이나 보호자, 주변인의 도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모든 정
신과적 문제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화성시가 기존의 ‘정신과적 응급’이라는 다소 협소한 정의를 그대로 수
용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모든 정신과적 문제 상황’이라는 이전보다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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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대된 정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화성시는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건강위기대응팀’ 신설하고 관내 정신
의료기관, 경찰, 소방, 맞춤형 복지팀, 관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되어왔다는 점에서 지원체계 구축에 보다 적극성을 보임.

3. 미국
○ 정신건강 위기 지원 인프라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다양화
-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환자들에게서 증상, 증상변화 진행속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 정신병원 입원이 생애주기 과업을 성취하는데 미
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다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음.
○ 정신건강 위기 지원 정책의 거버넌스 방향성 수립
- 정신건강 위기의 종류와 개인의 요구와 상황이 다양하지만 2021년 대한민국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는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들과 비정신장애인
들에게 정신병원 입원만을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4. 일본
○ 일본의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체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 제도는 위기지원서비스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음.
○ 둘째, 일본의 위기지원체계는 정신의료기관의 퇴원과정을 위기상황으로 간주함.
○ 셋째, 일본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상황과 위기 시 연락체계를 사
전에 확보하는 지역정착지원대장을 작성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넷째, 일본의 경우 위기지원서비스에서 당사자 동료의 참여는 미흡함.
○ 다섯째, 일본의 위기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과 장애인복지전달체계가 결합된 형
태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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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질적 연구
1. 조사개요
○ 자료수집은 당사자 집단은 심층인터뷰로, 가족과 전문가 집단은 포커스 그룹 인
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방식으로 실시함.
- 당사자 집단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중증장애로 간주하고 있는 조현
병(F20), 조현정동장애(F25), 양극성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의
진단은 발병 이후 오랜 기간의 치료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차례의 위기를 경
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 당사자에 해당하는
조현병 2인, 양극성정동장애 2인, 조현 정동장애 1인으로 구성.
- 가족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중증장애로 간주하고 있는 조현병
(F20), 조현정동장애(F25), 양극성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의 진
단은 발병 이후 오랜 기간의 치료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당사자의 가
족 역시 수차례의 위기를 목격 및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기 4개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18세 이상의 정신장애 당사자의 가족 5인으로 구성.
- 본 연구의 현장전문가는 근무시설의 종류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
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동주민센터의 찾동사
업으로 공무원의 위기개입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동주민센터 공무원, 지역사
회에서 근무하는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2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2인, 찾동공무
원 1인, 경찰 1인으로 구성.

2. 조사결과
1) 당사자집단
○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을 겪고 있는 5명의 심층인터뷰 결과
는 다음과 같음.
- 위기의 발생원인으로 경제적 빈곤이 주는 압박감과 사회적 고립, 생활상의
불안정과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긴장, 환경 및 생활패턴의
변화, 과도한 약물복용, 갑작스러운 단약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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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양상으로는 기분의 저하 및 예민함, 불안감, 불면, 과도한 감정, 기본
적 욕구 해결의 어려움, 비현실적인 사고, 극심한 환각, 자타해 위험을 동반
한 응급, 급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2) 장애인가족
○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중증장애로 간주하고 있는 조현병(F20), 조현정동장애
(F25), 양극성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의 진단을 받은 18세 이상
정신장애 당사자의 가족 5명의 FGI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위기의 발생원인은 충격적인 사건, 일상적 스트레스, 관계적, 사회적 스트레
스, 약물의 오남용 및 갑작스러운 단약 등임.
- 위기의 양상은 예민한, 불안감, 의심, 비일상적인 행동, 비현실적인 사고, 극
심한 환각,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 자해 위험의 동반, 일상활동의 어려움 등
임.
- 위기의 지원과정에서 위기지원의 주체 역할은 가족의 발견 및 지원, 경찰 및
소방서, 병원 외래, 병원 이송 및 입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등임.

3) 전문가집단
○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경찰 등 현장전문가 6명의 FGI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위기의 발생원인은 생활 속 스트레스와 가족과의 갈등, 소외감, 단약,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빈곤(원인이자 양상), 강제입원의 트라우마, 코로나-19로 인
한 외부와의 단절, 과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타인에 대한 공포감, 익숙한
거주 공간에 대한 타인의 개입, 지지체계의 부족, 주 돌봄자의 사망 및 가족
돌봄 부담 가중,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 대
한 준비 부족, ‘자타해 중심’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위기지원 구조, 전문가
들의 다양한 위기원인에 대한 합의 어려움, 증상의 위험을 중요시 하는 전문
가들의 시각, 지역사회 내 생활위기에 대한 지원 주체의 부족, 낮 생활을 지
낼 수 있는 공간의 부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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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양적 조사
1. 조사개요
○ 본 연구의 조사 목적은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기 경험’ 실태 및 ‘지역사회에서
위기지원에 대한 욕구’의 파악인 만큼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
강토탈케어서비스제공기관, 장애인당사자단체 등의 정신건강 관련 시설의 지역
별 분포를 고려하여, 총 350명을 표집하고 조사를 실시함.

2. 조사결과
○ 조사에 응한 33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는 30, 40대가 57.1%로 절
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력은 고졸이 178명(53.8%)으로 가장 많았음.
○ 지난 5년간 위기상황에서 받았던 지원 내용은 주변 지인 및 가족의 정서적 지
원(260명, 79.8%)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신재활시설 지원(225명, 69.0%),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169명, 51.8%)으로 나타남. 반면, 위기쉼터서비스(14명,
4.3%)와 전환지원센터(15명, 4.6%)를 가장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위기해결에 가장 도움이 된 지원내용의 우선순위는 1순위에 주변 지인 및 가족
의 정서적 지원(135명, 40.8%), 2순위에 정신재활시설 지원(91명, 27.5%)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험한 지원 내용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 지원
역시 유사하게 응답한 것으로 보임.
○ 위기 발생 시 주된 어려움으로는 1순위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스
스로 혹은 가족들이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였다’가 89명(26.9%)으로 가장 많았
고, 2순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가 51명(15.4%)으
로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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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정책제언
○ 위기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착 지원체계 모델(안)은 “협의의 위기”에 대응하는
위기 서비스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서비스들을 고민할 수 있음.
- 첫째, 정신과적 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들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최소화시
키는 지역사회 내 서비스가 필요함.
- 둘째, “협의의 위기”가 지역사회 내 위기서비스로 해결이 되지 않아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퇴원하고 지역사회에 재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들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위기 정신장애인들이 병원 입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회복
하여 생활하는데 중요한 총 7가지 서비스들을 제시하고자 함.
- 자타해 위협 및 일상생활기능의 저하 시 24시간 전화하여 응급지원을 요구
할 수 있는 핫라인
- 모바일 정신응급팀이 정신장애인 방문 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지원
-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 23시간(24시간) 관찰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정신병
원 입원을 방지하여 정신병원 입원 최소화
- 급성기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내 단기주거서비스를 통해 정신병
원 입원 최소화
- 사전치료동의서 보편화를 통해 정신응급상황 시 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
- 비자의입원 과정에 환자의 자기의사표현 강화를 위한 권익옹호서비스(=절차
보조인)
- 자살방지 캠페인 및 병원 응급실 내 자살시도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
의료기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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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및 반영
위기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협의의 위기, 광의의 위기를 구분하
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협의의 위기에는 24시간 관찰 정신응급서비스 도입, 24시간
위기 핫라인 확대, 지역 내 모바일 정신응급팀 구축, 단기거주기설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
스 기관들과 네트워크 강화 등임. 둘째, 광의의 위기에는 정신장애인의 동료지원과 통화센터
구축, 당사자 단체의 위기쉼터 구축 및 운영, 지원교육 및 지원고용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 위기 초기부터 지속적인 지역사회 내 돌봄지원체계의 구
체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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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Persons with Critical
Mental Disorder in the Local Community
Summa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crisis among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by presenting comprehensive concepts of various crisis
experiences, and to suggest a support system model for local community crises
through an analysis of current conditions of crisis support system at home and
abroad. To this e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on field
experts and families who have supported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in crisis as
well as personal experiences of those who went through crises, in order to
establish a crisis support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in the local community. In Korea, the concept of ‘crisis’ is used along with
the concept of ‘emergency,’ which calls for the re-definition of the concept of
crisis. Accordingly, in this paper, ‘crisis’ is defined in both wide and narrow senses
based on theoretical research findings. In a narrow sense, ‘crisis’ means a situation
that requires an urgent measure and involves harms to oneself or others. In a
broad sense, ‘crisis’ includes a crisis situ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nd requires
professional interventions. In order to analyze challenges and service needs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in crisis regarding their settlement in the local
community,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among a group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a group of experts, and a group of families. In addition,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among individuals with mental disorder to
examine their crisis aspects and needs for support services.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f the qualitative research: Firstly, as to the needs for crisis stabilization
among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they wanted consultation service and
short-term shelter service at a comfortable atmosphere. In terms of services
needed for the settlement in the local community, they wanted regular contact
and visit, advocacy service, financial support, and support for domestic services.
Secondly, it was revealed that families needed the following services in a crisis:
services for consultation and support, intermediate shelter available before
hospitalization, and medical care at a high-class hospital. Services needed for
settlement in the local community turned out to be self-reliance support service
after discharge, regular contact and continued interest, and supplemen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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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the crisis support section of mental health centers. Finally, the
expert group (6 field experts including hands-on workers at mental health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mental health centers, public officials at community
centers, police officers, etc.) suggested to change the focus from personal
symptoms to care services in the local community. Services suggested for
settlement in the local community included daytime living support centers,
independence for prevention of life crises in the community, housing support
services, and other services to prevent social isolation and economic poverty.

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In order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in crisis
to smoothly settle in the local community, the concept of ‘crisis’ is defined in both
narrow and broad senses as follows. First, in a narrow sense, 'crisis’ implies the
need to adopt 24-hour monitoring and emergency service, expand the 24-hour
crisis hotline, establish a local mobile emergency response team, strengthen the
network with mental health service organizations in the local community with
short-term housing facilities, etc. Second, in a broad sense, ‘crisis’ implies the
need to establish peer support and call centers for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establish and operate a crisis shelter for the group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expand programs for supportive education and employment, organize a
daycare center for crisis support in the local community, and specify caregiving
support system in the community continually right from the initial stage of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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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모델 개발 연구
강정배, 김도현, 최우형

요약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욕구에 맞
는 정책 마련을 위해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유사사례 추천을 통한 개인별지원계획
작성의 효율화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이를 위해 비로소 업무시스템에 기록
된 7,165명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정 자료 107,657건을 추출 분석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의 수립과정을 분석하였음.
연구결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상담을 통한 주요 욕구 분석, 아동기, 성년기, 노년기의 욕구
의 차이,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가족 욕구의 차이, 개인별지원계획 장기목표는 자립지원과 여
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와 가족지원서비스 분리 등의 특징이 나타났음.
이에 텍스트 중심의 대량 데이터, 발전된 AI기술을 통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기존 작성결과를 바탕으로 추천을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 및 검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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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이
를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
인법’)을 통해 발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음.
○ 개인별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계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및 수행되고 있
음. 이렇게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은 사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연계 서비스
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과정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발
달장애인 욕구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수
립 과정에서 유사사례 추천을 통한 개인별지원계획 작성의 효율화 모델을 제안
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작성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저장 관리하는 비로소 업무
시스템(http://broso.or.kr)에 기록된 7,165명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정자료
107,657건을 추출 분석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과정을 모델화 함.
○ 연구방법은 첫째,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2018년부터 수립한 개인별지원
계획 데이터를 추출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주요내용을 분석함.
○ 둘째, 개인별지원계획의 데이터를 일반상담, 개인별 욕구, 개인별 지원 계획, 서
비스 연계, 후속 상담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욕구가 계획으로 수립되고 서비스로
연계되는 과정을 통계분석, 텍스트 분석 등을 통해 절차적 분석함.
○ 셋째, 개인별지원계획의 절차적 모델을 개발하고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의 검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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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별지원계획 개념과 절차
1. 개인별지원계획의 개요
○ 개인별지원계획 개념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을 의미(발달장애인
법1) 제18조 제4항)함.
○ 개인별지원계획은 법정 문서로서 계획 수립의 법적 주체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의 장(이하 ‘지역센터의 장’)(발달장애인법 제19조제2항)이며, 개인별지원계
획의 법적 효력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하 ‘지자체의 장’)의 승인을 얻
어야 발생(발달장애인법 제19조 제4항)함.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방향 :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으로 인해 타 장애에 비해
더욱 체계적으로 장애 특성을 지원해야할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지원될 수 있
는 지원체계가 필요함(정연수, 2018). 그 시작은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를 지원
할 수 있는 주기적인 개인별지원계획수립과 발달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원칙 : 총 8개의 단계로 나눠지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서’를 통해 매년 관련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고 있음.

2. 개인별지원계획 추진체계와 역할
○ 개인별지원계획 추진 체계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서를 통해 추진체계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주민 센터 또는 지역발
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하면서부터 시작하며 개인별지
원계획 이후 모니터링 과정까지 완료되면 종결 또는 이전하는 결정을 하게 됨.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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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개인별지원계획 추진체계

<표 11-2> 수행 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업무내용

∙
∙
∙
지자체의 장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행정지원 ∙
∙
∙
∙
∙ 개인별지원계획수립
∙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지역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
발달장애인
축적 및 관리
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상담지
원

∙
∙
∙
∙
∙
∙
∙

복지담당 공무원은 대상자를 발굴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리의뢰 및 신청서 제출
대상자 선정 및 결정통보
복지서비스 내용 확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적합성 심사위원회 구성(*필요시)
개인별지원계획 적합성 (재)심사 및 결과통보
개인별지원계획수립 신청서 대리 제출
대상자와 면담 및 욕구조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지자체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 적합성 (재)심사 요청
이용자에게 적합성 결과안내
개인별지원계획수립 이용자 모니터링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변경･수정 신청 접수

Ⅲ. 양적자료 분석 결과
1. 개인별지원계획 비식별화 자료 추출 및 분석방향
○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데이터는 연구목적의 사용을 전제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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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되는 자료는 개인정보를 모두 제거한 이후 데이
터를 추출 하였음.
○ 데이터의 추출 기준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2016)’과 「개인정보보
호법」을 준수하여 비식별화를 처리하였음.
○ 비식별화 과정은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
킹의 조치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개인 식별자를 삭제하는 방식
위주로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비식별화를 처리하였음.
○ 이러한 처리를 통해 총 6단계인 ① 일반상담, ②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상담일
지, ③ 초기면접 및 욕구사정, ④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⑤ 서비스 연계, ⑥ 개
인별 지원계획 완료 후속 상담 자료를 추출하며, 추출의 기준은 서비스 연계가
완료된 발달장애인을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함.
○ 추출 데이터 특성 및 분석 방향 : 비식별화 후 데이터 추출 결과 텍스트 데이
터의 비율이 높고, 기록되는 방식 또한 각 작성자의 특성에 따라 기술, 서술 등
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었음.
○ 기록되는 내용은 작성되는 모든 항목에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항목에 따라
작성되는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었음. 예를 들어 일반상담의 기록범주는 경제적
지원, 고용, 건강 및 안전, 일상지원, 재활 및 발달, 교육, 정보제공, 가족지원,
권익옹호, 공공후견, 여가활용, 기타,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부모교육, 강점,
종합의견내용, 조치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항목은 기록 없이 입력
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2. 개인별지원계획 양적자료 분석 결과
○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 총인원은 7,165명으로 각 단계별 총인원을 합산하면
88,274건이 기록되었음.
○ 단계별로 보면 일반상담이 10,347번, 상담일지가 19,251변, 욕구상정이 7,746
건,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이 7,746건, 서비스 연계가 31,532건, 후속 상담이
11,652건으로 나타났음.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기준으로 약 3.72건의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 졌으며, 1.5
회의 후속 상담을 통해 서비스 연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지역별 특성으
로 보면 광주, 대구, 부산에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10.66건, 7.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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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건의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지역자원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욕구사정이 완료된 발달장애인 대비 계획수립상담을 실시한 비율은 평균
40.2%로 나타났으며, 광주 71.5%, 부산 100%, 전남 99.2%, 전북 81.1%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전체 5,457건의 상담 건수 중에서 상담을 받게 된 계기로 나타난 것은 가족에
의한 상담이 2,528명(4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은 본인
스스로가 참여 한 것이 1,474명(27.0%), 담당 사회복지사 404명(7.4%),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의 담당공무원 305명(5.6%), 공공후견 기관 혹은 후견인
에 의한 것이 27명(0.5%),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로 진행된 상담이 22명
(0.4%)으로 나타났음.
○ 개인 욕구 : 대상자 본인이 수행하고 의사를 표현한 욕구 사정 내용의 키워드
분석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실시하여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를 워크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시각화를 수행하고 그 욕구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 11-2] 워크 클라우드 활용 개인욕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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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개인 욕구 빈도 분석

Ⅳ. 개인별 지원서비스 연계 추천 인공지능 모델
1. 개인별지원계획 작성 결과 기계학습(Supervised Machine Learning) 분석
○ 개인별지원계획서를 작성하는 전체 과정은 6개의 단계와 각 단계별 인공지능
추천모델을 활용해 서비스 연계 추천이 가능한지를 분석함.
○ 분석의 기준은 개인별지원계획에서 5번째 단계인 서비스 연계를 자동으로 추천
하는 분석 알고리즘임.

2. 개인별지원모델 데이터 전처리
○ 장애인 지원 서비스 데이터는 7,746건으로 각 건당 다수의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도 포함됨.
○ 본 연구에서는 1:N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적합한 서비스를 매칭시켜주는 모델을
설계함. 데이터에서 5,069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한 사람이 여러 서비
스를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다중라벨 분류화(Multi-Label Classification)를 하
기 위해 유사한 서비스끼리 43종으로 범주화하여 정답 레이블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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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 Multi-Label 분류를 제공하는 neighbors, neural-network, tree, ensemble 기
반의 모델을 사용하고 Validation을 거쳐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하였음.

4. 분석 결과
○ 텍스트 분석 : 전체 데이터에서 분석에 사용된 23종의 특성들을 분석하였고 특
성의 개수들은 다음과 같음.

[그림 11-4]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특성들과 특성 내부 변수 개수

○ 상담 기록 자료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피상담자(내담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예상
되는 서비스명들을 제공해주는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했음.
○ 이 서비스 제공 지원모델은 건강, 복용약, 진료, 장애상태 등 20여 종의 정보를
입력받으면 43종의 서비스들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들의 조합을 예측해 줌.
○ 이 다수 서비스 분류예측 과정에는 5종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모델이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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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가량의 상담 기록들로 학습되었고, 다수의 파라미터 변형 파생모델들과 5종
류의 알고리즘 중 최고 성능을 가지는 모델을 사용했음.
○ 인공지능 예측 결과는 43개의 0과 1로 구성된 이진 데이터로 출력되며 복호화
알고리즘으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음.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개인별지원계획 작성과정의 문서를 추출
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정을 분석하고, 담당자에게만 의존해오던 개인별지
원계획 수립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음.
○ 연구를 위해 총 7,165명의 개인별지원계획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6개 단계를
각 1건으로 합산하면 총 88,274건의 기록을 분석하였음.
○ 개인별지원계획이 상당부분 텍스트로 기록되고 있어, 범주로 기록되는 부분은
비율을 산출하였고 텍스트로 기록된 부분은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상담을 통한 주요 욕구 분석, 아동
기, 성년기, 노년기의 욕구의 차이,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가족 욕구의 차이, 개
인별지원계획 장기목표는 자립지원과 여가, 발달장애인이 지원 서비스와 가족
지원 서비스 분리 등의 특징이 나타났음.

2. 제언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결과를 비식별화하여 추출한 결과, 입력되는 형태의 다양함
과 입력된 내용으로 텍스트 중심의 자료로 나타남.
○ 텍스트 중심의 대량 데이터, 발전된 AI기술을 통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기존 작성결과를 바탕으로 추천을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 및 검증함.
○ 향후 본 AI 추천 모델은 개인별지원계획 작성 시스템에 서비스 연계 추천모델
을 추가하여 담당자가 개인별지원계획을 작성하면 서비스 연계가 추천되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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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된 서비스를 보고 수정할 것인지 추천내용을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스
템이 되어야 할 것 임.
○ 추가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정에
서 담당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자료 또는 서비스를 추천해줄 수 있어 개인
별지원계획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 진단과 같은 방식의 결정을 내리는 AI가 아닌 담당자의 전문성에 기반해 작성
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임.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 결과, 텍스트 중심의 대량 데이터, 발전된 AI기술을 통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작성
함에 있어 기존 작성결과를 바탕으로 추천을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 및 검증하였음. 또한 본
AI 추천 모델은 개인별지원계획 작성 시스템에 서비스 연계 추천모델을 추가하여 담당자가
개인별지원계획을 작성하면 서비스 연계가 추천되고, 추천된 서비스를 보고 수정할 것인지
추천내용을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의 기능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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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Support Plan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mma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efficiency model for individual
support plans in consideration of similar cases sugges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ndividual support plans, based on the accumulated data of support
centers for developmental disability, in order to devise policies that meet the
need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this end, the formulation
process of individual support plans was analyzed by extracting and analyzing
107,657 data sets of the individual support plans of 7,165 individuals recorded in
the task system, “broso.”
The findings include major needs derived from consultations with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fference in needs depending on the life cycle stages
(childhood, adulthood, senescence); difference in needs betwee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support for self-reliance and leisure
activity as part of the long-term goals of the individual support plan; and
separation of the support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family support services.
Accordingly, the model that present recommendations on the basis of existing
findings when formulating individual support plans was developed and verified
through text-based large-quantity data and advanced AI technology.

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model to present recommendations on
the basis of existing findings was developed and verified in terms of formulating
individual support plans using text-based large-quantity data and advanced AI
technology. Additionally, it is suggested to utilize this AI recommendation model in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system of the individual support plan so that, once a
manager formulates individual support plans, services to be linked are
recommended, and the manager determines whether the prepared plans are to
be modified with the details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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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 및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고보선, 김진훈, 신현학, 김정인

요약
정부 및 지자체의 발달장애인 정책은 지속적으로 다양해지며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
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복지서비스 이용에 배제되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들을 경험하고 있
으며 정책의 한계성으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주형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기초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
됨. 본 연구는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생활실태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조사하여 관련 정책 수립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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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 및 지자체의 발달장애인 정책은 지속적으로 다양화 되며 보완을 위한 노
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복지서비스 이용에 배제되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책의 한계성으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지원
이 어려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내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욕구 및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관련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도내 복지
서비스의 인프라 및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에는 제한점이 큼.
○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바 양육 부담, 가족의 생활실태, 가족의 지원욕구 등
연구의 주 대상이 발달장애인의 가족이었으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세부적
인 원인이 풍성하게 제시되지 못함.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실태조사 및 욕구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2. 연구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 조사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발달장애인 주돌봄자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발달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접, 주돌봄자 6명과 관련 기관
종사자 6명을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 시간적 범위 : 2021년 4월 1일부터 10월 말(7개월간)
○ 발달장애인 관련 법, 제도, 조례 등 조사(문헌연구 등)
○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이용현황 파악(행정자료검토 등)
○ 제주지역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생활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주돌봄자 대상
설문조사)
○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대상 욕구조사(발달장애인 대상 1:1 심층면접)
○ 발달장애인 주돌봄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를 통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현황
및 지원방안 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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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분석(Spss, Excel)

Ⅱ.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록 현황
○ 2020년 말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장애인은 36,655명으로 지체 14,395명, 시각
4,142명, 청각 6,490명, 뇌병변 3,567명 등 4개 유형이 전체 등록 장애인의
78%를 차지하고 있음.
○ 2020년 말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지적 3,393명, 자폐성 617명으로 등록 장애
인 중 10.9%를 차지하고 있음.
<표 12-1>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성별 유형별 장애정도별 현황
(단위 : 명)

장애
유형

합계

남

여

합계

36,655

20,244

지체

14,395

시각

심한장애

심하지않은장애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6,411

14,356

8,265

6,091

22,299

11,979

10,320

8,012

6,383

2,999

1,874

1,125

11,396

6,138

5,258

4,142

2,337

1,805

842

380

462

3,300

1,957

1,343

청각

6,490

3,017

3,473

1,422

681

741

5,068

2,336

2,732

언어

403

287

116

202

144

58

201

143

58

지적

3,393

1,937

1,456

3,393

1,937

1,456

0

0

0

뇌병변

3,567

1,984

1,583

2,088

1,100

988

1,479

884

595

자폐성

617

522

95

617

522

95

0

0

0

정신

1,295

649

646

1,295

649

646

0

0

0

신장

1,488

922

566

1,120

709

411

368

213

155

심장

76

55

21

57

38

19

19

17

2

호흡기

249

192

57

243

189

54

6

3

3

간

192

139

53

16

8

8

176

131

45

안면

25

18

7

10

7

3

15

11

4

장루·요루

200

117

83

21

13

8

179

104

75

뇌전증

123

56

67

31

14

17

92

4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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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연령별 · 행정구역별 현황
○ 지적장애인은 27세가 98명으로, 자폐성장애인은 7세가 33명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음.
○ 지적장애인은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자폐
성장애인은 영유아기, 학령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연령대 분포를 통해 지적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돌봄, 치료교육, 진로교육,
평생교육 등 전연령대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자폐성장애인은 돌봄, 치
료교육, 진로교육 등 성인기 이전 서비스에 좀 더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
함을 유추할 수 있음.
<표 12-2>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지적

연령

자폐성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합계

1,937

1,456

3,393

522

95

617

10대 이하

537

314

851

342

71

413

20대

499

299

798

148

23

171

30대

298

236

534

27

1

28

40대

243

244

487

5

0

5

50대

220

202

422

0

0

0

60대 이상

140

161

301

0

0

0

○ 발달장애인 행정시별 현황은 제주시가 2,863명, 서귀포가 1,147명으로 제주시
가 71.4%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시 : 지적 2,381명(83.2%), 자폐성 482명(16.8%)
- 서귀포시 : 지적 1,012명(88.2%), 자폐성 135명(11.8%)
<표 12-3>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행정구역별 현황
(단위 : 명)

장애
유형

행정시
총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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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심한장애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4,010

2,459

1,551

4,010

2,459

1,551

2,863

1,757

1,106

2,863

1,757

1,106

행정시

서귀포시

총계

심한장애

장애
유형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지적

2,381

1,351

1,030

2,381

1,351

1,030

자폐성

482

406

76

482

406

76

합계

1,147

702

445

1,147

702

445

지적

1,012

586

426

1,012

586

426

자폐성

135

116

19

135

116

19

Ⅲ.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범위: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발달장애인 주돌봄자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400부 활용), 발달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접 실시

2. 조사 결과
조사영역

조사대상

주요내용

주돌봄자

- 발달장애인의 전반적인 일상생활 능력은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103명(26.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중간수준 95명(24.2%), 대부
분 스스로 가능한 정도 84명(21.4%), 모두 스스로 가능한 정도 62명
(15.8%)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도움이 필요한 정도도 48명(12.3%)인 것
으로 나타남.

발달
장애인

-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16.7%를 보였고,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생
활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외부활동이 자유롭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돌봄자

-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주된 어려움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수업 내용의 이해
과 학습적응이 가장 어렵다고 나타남.
- 지적장애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자폐성장애인은 특수교육 및 치
료비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발달
장애인

- 교육과정에서 경험한 주된 어려움으로 또래 교우와의 부정적 관계가 50%,
수업 내용의 이해와 학습적응의 어려움 36.7%, 담당교사의 이해부족
16.7%, 통학거리 내 적합한 학교의 부족 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교육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39.3%, 통학 수단의 확대 25%,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확충, 졸업 후

일상생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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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영역

조사대상

주요내용
진로연계를 위한 훈련 강화가 각 21.4%, 적정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확대가 각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돌봄자

- 거주공간에 대한 생활만족도는 356명(89.9%)이 보통 이상 만족, 40명
(10.1%)은 매우 불만족하거나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주거 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자립생활주택, 연립주택, 공동생
활가정, 단기거주시설, 거주시설 등의 순이며 성별, 장애유형, 생애주기 모
든 집단에서 희망하는 주거 유형으로 단독주택이 가장 높게 나타남.

발달
장애인

- 희망하는 주거 유형으로 아파트가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단독주
택 30%, 연립주택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돌봄자

- 건강문제로는 비만, 운동저하능력, 기억력감퇴, 당뇨, 혈압, 심혈관질환, 심
장, 호흡기, 정신건강, 자해행동, 공격행동, 과잉행동 및 주의력결핍, 구강
질환, 경기 등이 있었으나, 비만, 운동능력 저하, 기억력감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 의료적 측면의 어려움으로 지적장애는 치료비용 부담, 자폐성장애인
은 전문병원과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였으며, 유아기와 학령기는 전문병원
과 인력의 부족, 성인기와 중장년기 이상은 치료비용 부담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발달
장애인

- 보건 의료적 측면의 어려움으로 동행할 인력 없거나(맞벌이 등으로) 부족
이 32.1%로 가장 높았고, 치료정보의 부족, 치료비용의 부담이 21.4%, 이
동의 어려움(교통수단 등)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돌봄자

- 직장에서 주된 애로사항으로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직무수행의 어려움, 적
정한 보수와 대우의 부족, 출퇴근의 어려움과 직장에서의 고용차별, 적성
과 흥미가 맞지 않아서, 고용연장이 불가능해서(계약종료) 등 이었으며 지
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모두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동료, 상사)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모두 장
애인 적합 직종 개발로 나타남. 학령기는 (졸업 전) 학교에서의 직업훈련
확대, 성인기와 중장년기 이상은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로 나타남.

발달
장애인

- 직장을 다니면서 겪었던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직무수행의 어려움 31.6%
로 가장 높았고, 직장내의 환경적응 31.6%,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동료, 상
사), 출퇴근의 어려움, 직장에서 고용연장이 불가능해서(계약종료)가 각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로는 취업 정보제공 창구의
확대가 59.3%, 직업훈련시설 확충 22.2%, 재활기관의 취업알선 및 창업
지원 18.5%, (졸업 전) 학교에서의 직업훈련 확대 14.8% 등의 순으로 나
타남.

주돌봄자

- 주된 소득 원천으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모두 돌봄자의 경제활동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세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 소득보장 서비스는 남자는 장애인연금, 여자는 의료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
다고 하였고, 지적장애인은 의료비 지원, 자폐성장애인은 장애수당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기는 각종 바우처 지원, 학령기는 장애수당과 의료비 지원, 성인기

주거생활

재활 및
보건의료

경제 및
직업생활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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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영역

조사대상

주요내용
는 장애인연금과 의료비 지원, 중장년기 이상은 장애인연금과 의료비 지원
이 가장 높게 나타남.

발달
장애인

- 소득보장 서비스로 필요한 것으로 장애인연금과 주거비 지원(임대주택 보
증금, 임차료 지원 등)이 각 55.6%, 각종 바우처 지원(문화, 여가, 교육
등) 2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 지원(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 생
활요금 감면(통신비, 공과금 등), 의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지원
등)이 각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돌봄자

- 지역사회에서 체육‧문화 활동에 지적장애인은 65.6%, 자폐성장애인은
66.7%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집단에서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
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체육‧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영역으로 생활체육이 가장 많았으며, 동
아리 활동, 여가활동, 문화예술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발달
장애인

- 지역사회의 체육‧문화 활동에는 64.3%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체육‧문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정보의 부족이 44.0%,
장애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20%, 주변에 참여할 환경여건(편의
시설 등)부족 16.0%, 기타 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돌봄자

- 돌봄자의 부재 및 사후에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의 삶으로 남자는 ‘적합한
시설에 거주하며 살게 하고 싶다’ 35.8%, 여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
서 혼자 살게 하고 싶다’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적장애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혼자 살게 하고 싶다’, 자폐성장애
는 ‘적합한 거주시설에 거주하며 살게 하고 싶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노후 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지 마련 36.2%, 돌봄대책 마
련 29.8%, 일자리 마련 12.6%, 생활비 마련 11.3%, 건강관리(병원진료,
약 복용 등) 7.2%, 재산관리 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발달
장애인

- 이성 교제에 대해서는, 이성 교제를 하면 좋을 것 같다가 57.1%, 이성 교
제는 꼭 했으면 좋겠다 25.0%, 이성 교제는 하지 않겠다 17.9% 등의 순
으로 나타남. 반면 부모님(주돌봄자)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성 교제는 하
지 않겠다라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을 하면 좋을 것 같다가 48.3%, 결혼은 하지 않겠다
31.0%, 결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돌봄자

- 자립생활과 관련한 교육은 교육 시키지 못함이 49.7%, 향후 시킬 예정
27.3%, 이미 교육 시켰음 23.0% 순으로 나타남.
- 자립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주거지원이 42.4%, 지역사회돌봄 서비스
17.8%,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6.3%, 취업 14.8%, 후견인 지정 3.8%, 금
전관리 등 재정계획 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발달
장애인

- 자립의지로는 자립을 했거나 자립생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음이 75.9%
로 가장 높았고, 자립생활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주거지원이
62.1%, 생활비를 위한 현금지원 44.8%,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41.4%, 취
업 37.9%, 지역사회돌봄 서비스 2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돌봄자

- 장애로 인한 차별 인식으로 지적장애인은 57.8%, 자폐성장애인은 63.1%
가 차별을 느끼고 있었으며 모든 세대에서 과반수 이상 차별을 경험하고

체육·문화

장래계획

자립생활

인권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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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영역

조사대상

주요내용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차별을 받는 영역으로는 일상생활이 19.1%, 직업훈련 및 고용 15.3%, 각
종 계약(보험 등) 13.5%, 지역사회시설 이용 12.0%, 여가 및 문화생활과 친
구 또는 동료 각 9.9%, 보육 및 교육 9.2%, 보건의료 5.8% 등의 순으로 나
타남.

발달
장애인

- 장애로 인한 차별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32.1%였으며, 차별을 가
했던 대상으로 친구와 직장동료나 상사가 44.4%로 가장 높았고, 차별의
내용으로 장애인이라는 자체에 대한 편견적 시각과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일터에서의 차별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폭력 경험으로 폭력을 받은 경험이 있음이 65.5%,
폭력을 가했던 대상으로 친구가 47.4%, 가족 및 친척 31.6%, 직장동료나
상사, 다른 장애인이 각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돌봄자

- 서비스나 양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방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이
37.5% 공공기관 19.3%, 장애인단체 12.9%, 타 장애인 부모, 가족, 친구
등 지인 11.1%, 각종 지원센터 9.3%, 교육기관 6.2%, 대중매체 2.8% 등
의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 관련 문제의 심각성으로 이용기관 부족은 56.1%, 서비스 기간의
제한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 50.2%, 개별특성과 수준
에 맞는 내용 부족 48.4%,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 관리 부재 48.2%, 반
복되는 대기 경험 46.6%, 서비스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 45.2%, 서비스
비용 부담 43.6%, 학교나 기관의 장애 정도에 맞는 서비스 부족 43%, 서
비스 거부와 배제 40.9%, 발달장애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전문성 부족
37.9%, 서비스 정보의 부재 37.2%, 선택상황에서 판단에 대한 도움 부족
3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발달
장애인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는 공동생활가정 이용, 주거 지원서비스,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자조모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복지관 정보화
교육 등이 있었으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 선택권의 확대, 프로그램의 확대, 차량 운행 지원, 프로그
램 참여자들과의 관계 개선 등의 의견을 보임.

관련
서비스

Ⅲ. 초점집단면접(FGI) 분석
1. FGI 조사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주돌봄자 6명과 유관기관 종사자 6명
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FGI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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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종사자 대상 FGI 분석 결과
○ 발달장애인의 교육
- 발달장애 자녀의 학령기: 부모의 유일한 휴식시간 VS 온전히 쉬지 못하는 현실
- 학교: 불만이 존재하는 곳 VS 가장 신뢰하는 곳
- 전공과: 부모의 기대 VS 한계
○ 발달장애인의 주거
- 시설: 시설의 분명한 한계 VS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름의 고민과 준비
- 체험홈: 또 하나의 방안 VS 탁상행정의 문제
- 체험홈과 통합돌봄: 같은 환경 VS 다른 운영방식
○ 발달장애인의 재활 보건의료
- 정신건강: 예견된 현상 VS 악화된 상태에서의 발견할 수밖에 없는 현실
○ 발달장애인의 경제
- 경제관념: 지사가 전해줄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 VS 재무 전문가를 통한 구
체적 정보
- 금전관리: 자유로운 결정 VS 각종 문제 상황에 노출
○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
- 소득보장제도의 한계: 버는 돈 VS 나가는 돈(사회보장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소득보장제도로 소득 기준이 일정 금액을 넘
는 순간 배제되는 현실)
○ 발달장애인의 직업
- 취업 직종 및 직무: 단순 직무 위주의 한정된 분야 VS 다양한 직무 분석 및
연계 등의 대안이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중증장애인 고용에는 더블카운트제도가 있었는데, 장애인
등급제폐지로 발달장애인의 1~3급 구분이 없어지고 3급 수준의 경계선급 위
주의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1~2급 정도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취업
기회는 줄어들고 있는 현실
- 고용유지: 취업 VS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촘촘한 사례관리 필요
○ 발달장애인의 문화체육
- 문화체육: 뛰어난 재능 VS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는 한계
○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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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교제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회적 책임 VS 실제 건강한 가정으로 살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낌
- 이성교제에 대한 선택: 본인의 선택 VS 부모님의 선택
○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관련 문제
- 정보제공: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의 오류 VS 같은 정책인데도 해석을 달
리하는 행정기관
- 연계: 청소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서비스의 단절 VS 연계의
필요성
- 탁상행정: 무조건 갖추어야 하는 서류 VS 사회복지사는 모든 영역에 만능이
되어야 한다는 공무원의 인식 속에 인력 지원 없이 사업만 부여하는 현실
- 개인정보: 지켜져야 하는 것 VS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막고 있는 것
- 부모: 부모의 관심 VS 부모의 무관심
- 한계: 체험홈,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못한 장애인, 소
진되어가는 1세대 부모와 1세대 부모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따라가는 2세대
부모

3. 주돌봄자 대상 FGI 분석 결과
○ 일상생활에서의 보호자의 삶
- 장애 자녀만을 생각하고 장애 자녀를 중심으로 이사까지 다니면서 살아왔지
만, 정작 나 자신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음.
○ 일상생활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삶
- 구분 없는 삶 VS 비교되는 삶(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분명 다른데도 발달
장애라는 동일 범주로 바라보다 보니, 각 장애 유형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않는 현장. 발달장애인이지만 더 나은 장애인과 함께하려고 하는 시설과 다
른 보호자를 바라 볼 수밖에 없는 끝없는 굴레)
○ 교육환경
-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생활이 달라지는 학교
- 학교장이나 교감, 학년주임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현장
- 선생님의 얘기 없이는 학교생활을 살펴볼 수 현실

146

2021 KODDI 연구요약집

- 천편일률적인 시간표
- 교육환경에 대한 부모님의 다양한 행동
- 진로 직업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운영되어야 할 전공과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현실
- 평생교육센터 설립 희망
○ 정신 보건 의료
- 질 높은 상담을 원하며, 본인부담금 감면 희망
○ 직업
- 장애가 있는 아이는 배워도 못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과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에게는 있는 국비지원이 장애인을 위한 교육에서는
없다는 제도적 차별과 교육과정 자체도 단기 체험 형식으로만 진행되는 현실
○ 노후설계
- 노후설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부모는 일을 못하는 현실
○ 문화 예술 체육
- 문화 체육 관련해서 주말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체육관 희망
- 장애인에게 스포츠는 좀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 이성
- 발달장애인 자녀의 결혼에 대한 상상도 생각도 해 본적 없는 현실
- 성교육을 사실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길 희망
- 부모님의 생각과 태도가 중요
- 발달장애인이라고 이성이 없고 성적 판단이 없는 건 아님.
○ 편견
- 선생님, 공무원, 경찰 등의 장애 인식 정도가 낮음.
- 발달장애인도 분야마다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교사
○ 프로그램 진행
- 치료기관, 치료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데 기관들은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로 5년을 기다렸으나, 연락 온 지 3일 안에 입
소하라고 하는 현실
- 모든 시설과 기관이 평일만 운영을 하다 보니, 주말에는 갈 곳이 없고, 비장
애 자녀 와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음. 기관들의 운영시간이 좀 더 다양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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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희망함.
○ 보호자가 원하는 욕구
- 제대로 된 정보전달과 행정지원이 있어야 함(담당 공무원도 내용을 몰라서
부모들이 정보를 제공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음).
-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분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
회 내에서도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하고 참여하는 공간이 필요
- 부모가 직접 자기 자녀를 위한 활동지원 활동 필요
- 행정담당자들이 복지관 서비스 이용 시간의 문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의
진행 과정 등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필요
- 발달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할 컨트롤타워가 필요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의 욕구 및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실정에서,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및 주돌봄자의 욕구와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리, 분석함.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는 의의가 있음.

2. 제언
○ 발달장애인 및 주돌봄자의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등을 조사한 결과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주돌봄자와 당사자 간의 욕구차이가 있다
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발달장애인 대상의 각종 제도와 서비스는 발달장
애인 및 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함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의 관점을 중시하
고, 이들의 욕구와 장애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와 권리옹호가 필요함. 그리
고 이러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모든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
을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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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내 거주하는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과 주돌봄자를 대상으로 다양
한 영역에서의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들을 다루었음.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다양성을 갖추고 서비스의 품질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또한, 발
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이러한 조
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도화되고 세부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
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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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urvey on the Needs and Use of
Welfare Services Depending on the Life
Cycle Stag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Jeju Province
Summary
Polic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ntinue to be diversified and complemented. In the field, however,
many of such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are still isolated from welfare services,
and due to the limitation of policies, there remain circumstances where it is
difficult to provide services that meet their needs. Accordingly, basic research is
necessary to develop welfare service polici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pecifically in consideration of the needs in Jeju.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use of facilities and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Jeju and basic living conditions and need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each of their life cycle step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basis
for relevant policies.

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This study examines actual conditions and needs in relation to the use of
various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ing in Jeju and their
main caregivers depending on their life cycle stages. It turned out that
diversifying services and improving the service quality were necessary for each life
cycle stag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dition, it was reported
tha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often experiencing a lot of
discrimination in their daily life.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is study proposes
customized support polici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in Jeju through detailed follow-up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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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애정책

13. 2021년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시범평가 연구
조윤경, 김도연

요약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2019년 서비스 개시 이후 제공기관 품질관리를 위해 모
니터링을 반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음. ‘24년부터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도입이 예상됨에 따
라 현재의 모니터링 체계를 평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제공기관에 대하여 사업
지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 향후에는 제공기관의 전반적 운영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운영 체
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음.
이에 따라 타 지표 검토, 유관기관 자문, 평가위원단 회의, AHP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서면평가서 등 양식을 추가로 마련하였음. 또한 학계 전문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
원센터장을 2인 1조로 하여 현장평가단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
공기관 5개소를 선정,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지표의 실제 적용 시 오류를 최소화하였음.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2020년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품질관리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를 시범평가 경험에 근거하여 보완하였음. 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어
단순 행정 점검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고 정성적인 지표의 비중을 높였음. 둘째, 학계 및 현
장 전문가, 발달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AHP 분석을 통
해 점수를 배점하였음. 셋째, 평가위원을 위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평가위원 간 차이를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였음. 넷째, 현장평가단 운영을 통한 평가 절차 및 추진체계를 마
련하였음.
또한, 향후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평가지표 적용과 그
에 따른 서비스 가이드라인 교육, 상시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위원 교육, 관련 인력 및 예산
확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음.

1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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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시범평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반기별로 1회 진행
하고 있음. ‘24년부터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모니터링 체
계를 평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 운영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타 서비스의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하고, 주무부처(보건복지부) 및
타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유관기관(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및 체계에 대한 자문을 실시함.
○ 학계 전문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의 2인 1조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
고, 지속적인 평가단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 및 체계를 검토·보완함.
○ 학계·현장전문가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영역·지표별
쌍대비교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는
AHP 분석을 실시하여 문항별 배점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제공기관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 5개소를 선정하였고, 평가위원
배정 시에는 타 권역의 제공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상피제를 적용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지표의 실제 적용 시 오류를 최소화하였음.
○ 타 지표 검토, 유관기관 자문, 평가위원단 회의, AHP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서면평가서 및 각종 양식을 추가로 마련함.

3. 선행연구
○ 2019년 사업 개시 이후로 평가 기반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단계별로 진행하
고 있음. 유사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중 일부는 선행연구
를 통해 검토하고 평가체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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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계별 검토 결과
1. 시범평가용 평가지표 도출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모니터링
과 평가를 일원화하여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품질관리 연구｣
에서 제시된 평가지표 개선(안)에 아래와 같은 모니터링 문항을 포함하여 평가
지표를 1차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시범평가 시 활용함.

2. AHP 분석
○ 각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학계·현장전문가 및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쌍대비교를 실시하고, AHP 분석을 통해 상
대적 중요성 평가를 통한 가중값을 계산하여 평가지표를 배점함.

3. 시범평가 진행 방식
○ 시범평가에서는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2021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
였으며, 평가 문항에 대해서만 실제 평가를 진행하였음.
○ 제공기관이 자체평가 진행 및 서면평가서를 제출한 후 평가위원이 해당 서면평
가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음.

4. 기관별 평가결과
○ 평가기관별 평가위원 점수를 종합한 결과, ‘기관(다)’가 91.2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보였으며, 기관 자체평가 점수는 ‘기관(다)’를 제외한 4개 기관이 평
가위원 점수보다 같거나 높게 평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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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현장평가 결과(총점)
평가영역

총점

총점

100

기관별 평가점수
기관(가)

기관(나)

기관(다)

기관(라)

기관(마)

81.5(81.5)

54.5(62.5)

91.25(86.5)

79.5(86)

85(91.5)

* 괄호 안은 제공기관의 자체평가 점수임

Ⅲ. 평가지표 개선 방향
1. 평가지표 개선 과정
○ 시범평가용 지표는 ｢2020년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품질관리 연구｣에서
마련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완된 지
표임.
○ 시범평가 종료 후 실제 적용 경험에 근거하여 평가지표를 보완하였음. 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어 단순 행정 점검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고 정성적인 평
가 지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종 평가지표를 보완하고자 하였음.

2. 최종 평가지표 개선 방향(2020년 평가지표와 비교)
○ 단순 행정사항을 점검하는 평가지표의 경우 지도·점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삭
제하고, 평가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정성적 지표로 구성하고자 하였음.
○ 평가지표별로 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지표별 예시를 다양
화하였음. 또한, 평가방법을 구체화하여 지표에 근거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
록 개선하였음.
<표 13-2> 평가지표 개선 방향

평가영역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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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원본
(2020년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품질관리 연구)

시범평가용 평가지표
(모니터링 문항 추가)

최종 평가지표
(질적지표로 변경)

∙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 모니터링+평가의 일원화 ∙ 규정 준수 위주인 모니터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 지 검토에 따라 모니터링 지 링 지표 문항을 삭제하고
표 위주로 구성됨
표 중 중요문항 추가
지도·점검에서 실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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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지표 원본
(2020년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품질관리 연구)

최종 평가지표
(질적지표로 변경)

시범평가용 평가지표
(모니터링 문항 추가)

∙ 양적 평가 지표 다수
∙ 본 연구 지표 개정 시 기 ∙ 양적 평가 지표 다수
본 자료로 활용

함
∙ 질적 평가 중심으로 세부
점검방식을 변경함

Ⅳ. 평가 및 지도·감독 체계 구성 및 내용
1. 평가 및 지도·감독 체계 구축 방향
○ 2021년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평가 목적, 주기, 대상, 내용, 추진체계 및 방법, 결과 등 체계를 마
련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평가와 지도감독 체계로 양분하여 제안함.
<표 13-3> 평가와 지도·감독 체계
구분
근거

평가
- 발달장애인법 제29조,
발달장애인법 제39조2

지도·감독
정기점검
- 발달장애인법 제40조
발달장애인법 제44조

수시점검
- 발달장애인법 제40조
발달장애인법 제44조

목적 - 품질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 행정사안 준수 여부 점검 - 좌동
주기 - 3년마다 1회

- 6개월마다

- 수시

-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
추진 - 지방자치단체: 평가 수행 및 지원
수행
체계 - 발달센터: 세부평가계획 수립, 평가 - 발달센터: 지도감독 지원
단 구성 및 교육, 평가단 배치 등 - 사회보장정보원: 부당 청
구점검

-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
수행
- 발달센터: 지도감독 지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당
청구점검

방법 - 서면 및 현장조사

- 현장조사

- 현장조사

- 제공기관 중 시정 또는 - 공익신고기관(전자바우처
변경 명령을 받은 기관
클린센터 신고)
- 운영 후 3년 경과된 주간, 방과후
- 국민권익위원회, 검·경찰청
대상
- 법 위반 의심기관
제공기관
등 대외기관에서 의뢰한 기관
- 부정 수급 및 이상 결재
- 장애인 학대 의심 기관
의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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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도·감독

평가

절차
-

정기점검

계획(안) 복지부 승인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회 운영
- 계획(안) 복지부 승인
평가 설명회 진행
- 지도·감독 수행
자체 평가서 접수 및 현장평가 진행
- 행정조치
결과 분석 및 공지
이의제기 및 재평가

수시점검

- 계획(안) 복지부 승인
- 지도·감독 수행
- 행정조치

- 이용자 만족도
- 시설 및 안전 사항
- 이용자의 개별 욕구에 맞춘 계획
- 배상보험,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지원
- 인력 기준 및 교육이수 여부 - 민원 및 물의를 일으킨
점검
- 제공기관의 기관 운영 체계
- 행정 기록지 및 필수 기
사항 등
내용
- 제공인력 등에 대한 적정성 및 관리
재사항 확인
- 이용자의 인권
- 부당청구 행위 점검
-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

Ⅴ. 결론 및 제언
1. 시범평가 주요 결과
○ 기관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범평가 대상 기관 5개소를 선정, 시범평가
를 진행하였으며, 평가위원의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은 100점 중 91.25점, 가
장 점수가 낮은 기관은 62.5점으로 나타남.
○ 기관 자체평가의 경우 평가위원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제외하고, 대체로 평
가위원 점수보다 자체평가 점수가 같거나 높았음.

2. 시범평가 주요 의의
○ 본 시범평가를 통해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성적 평가지
표 위주의 평가지표를 마련함.
○ 현장평가단 운영 및 평가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평가위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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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추후 본 평가 시 운영 체계를 적용할 수 있겠음. 또한, 평가를 통
해 제공기관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닌, 평가를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
요가 있음. 상시 평가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평가위원들에 대한 교육 수행 및 제공기관
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조율하여 평가의 공신력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대응하는 서비스 가이드라인 교육이 필수적임. 지자체와 지역발
달장애인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평가 관련 교육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평가의 원활한 사업 운영
을 위해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시스템 개발, 평가단 구성, 평가 매뉴얼 개발, 평가단 교육, 평
가 계획, 평가 설명회 개최, 현장 평가 수행 및 준비, 평가 결과 분석,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
팅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안정된 인력 확보 및 예산 수반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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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 Study for Pilot Evaluation on the
Daytime and After-School Activity
Services in 2021
Summary
Daytime and after-school activity services have been monitored twice a year on
a regular basis in order to manage the quality in service providers since the
initiation in 2019. As the official evaluation on service providers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by 2024, the current monitoring system needs to be adjusted to be
more evaluation-centered. As service providers are currently monitored regarding
compliance with relevant guidelines, it is now sought to establish indexes to
evaluate the general operation and service quality of such service providers
objectively and systematically and to establish a corresponding evaluation and
operation system.
Accordingly, evaluation indexe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review of other
existing indexes, consult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evaluation committee
meetings, and AHP analysis. Forms such as evaluation form were also prepared.
Additionally, a field evaluation group was formed with 2 individuals in it: one
academic expert and one director of a local support cent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organization type and scale, 5
service providers were selected and field evaluations were conducted on them in
order to minimize errors in actual application of evaluation indexe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valuation indexes developed as part of the「2020
Study on Quality Management of Daytime and After-School Activity Service」were
complemented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from the pilot evaluation project. With
the focus on service quality improvement, the weight was put on qualitative
indexes, and items related to mere administrative check were deleted.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experts from the fields and academic circles,
hands-on workers at development centers, etc. regarding the importance of
indexes. The score points were allot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AHP analysis. Third, evaluation criteria for the evaluation council were clarified in
order to minimize differences among council members and secure the objectivity.
Fourth, the evaluation procedures and operating system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activity of the field evaluation group.
Additionally, in order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evaluation on daytime

160

2021 KODDI 연구요약집

and after-school activity services, suggestions are presented regarding the
following aspects: application of evaluation indexes and presentation of the
guideline; operation of a full-time evaluation council, education for evaluation
council members, securing the necessary workforce and budget, and necessity to
strengthen roles of the support cent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The operating system may be applied to the main evalua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ese finding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service quality
through specific evaluation rather than merely determining the ranking of service
providers. It is suggested to form a full-time evaluation operating council
(tentative name) so that it mediates issues raised from service providers
concerning evaluation council members, and thus to enhance the public
confidence and objectivity of evaluation. In addition, education programs on the
service guideline must be provided to service providers in reflection of the
decided evaluation indexes. Education programs regarding the evaluation process
need to be provided to local governments and local support center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inally,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evaluation
process, the following steps need to be taken: operation of the evaluation council,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system, formation of the evaluation group,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manual, education for the evaluation group,
evaluation planning, conducting a presentation for evaluation, conducting and
preparing for field evaluation, analysis of evaluation results, consulting on
evaluation results, etc. It is essential, in this regard, to secure sufficient workforce
and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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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서해정, 박경애, 이선화

요약
본 연구는 2022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전산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임으로 장애
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해 주요 사업평가지표를 전산관리 시
스템 안에 구성하도록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임. 이에 문헌조사, 3년간 사
업수행기관의 평가 결과 분석, 현장방문 및 FGI 실시,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2회 및 자
체 모의 평가 실시하여, 가산점 및 지표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최종 평가지표 확정하였음.
신규 평가지표 안으로 실시한 모의평가 결과, 전체 41점 만점에서 평균 31.9점으로 나타
났는데, A 영역은 전담인력 관리 항목에서 배점과 평균값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B
영역(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서는 돌봄서비스 기획 항목에서 배점과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남.
이를 근거로 평가지표의 개선 방향은 시스템 평가지표와 서비스 평가지표 구분, 사업수행
기관의 노력정도 반영한 보상점수 추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정체성 및 특성을 반영
한 휴식지원프로그램 평가항목 확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관련 서류 및 행정작업
간소화 도모 등임. 제언으로는 첫째, 매년 실시되는 평가주기를 3년 평가로 실시, 둘째, 질적
평가 및 평가기준 변경 필요. 셋째, 휴식지원프로그램 성과평가에 대한 컨설팅 실시, 넷째, 지
역단위로 활동이 가능한 상시적 평가위원 운영 필요, 다섯째, 평가결과 후 인센티브 제공 등
평가결과에 따른 확실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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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지원) 제1항에 근거하여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적기
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장애아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휴식지원
제공하고 있음.
○ 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평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한 법률」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평가위원회를 5인 내외로 구성하여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매년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확대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본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개정은
없었음(강정배 외, 2018). 이에 강정배 외(2018) 연구에서는 장애인 지원서비
스 품질관리 방안으로 통합지표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개발되어 장애
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우선적용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를 본 사업 평가에 직접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를 수정·보완하고 모의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2022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전산관리 시스템이 구축
될 예정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해 주
요 사업평가지표를 전산관리 시스템 안에 구성하도록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지
표를 개발하는 것임.

2. 연구방법 및 내용
○ 첫째, 선행연구 및 기존 유사 평가지표 검토, 현황자료 등 문헌조사 실시
○ 둘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사업수행기관의 평가 결과 분석
○ 셋째, 사업수행기관 현장방문 및 전문가 대상으로 FGI 실시
○ 넷째, 사업수행기관의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2회 실시
○ 다섯째, 수정된 평가지표로 자체 모의 평가 실시, 가산점 및 지표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최종 평가지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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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평가 준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성과관리는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
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
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이 이 이 법에 준해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일부 이해당사자의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 사회적 책무성이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자신들의 능력을 알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성과평가라는 도구를 통해 ‘성과책무성’
을 확보해야 함.

2. 현 평가지표 구성 및 지표별 의미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평가지표는 사업운영 및 관리, 서비스제공 및 관리,
종합의견의 세 가지 영역으로 대별할 수 있음.
○ 평가배점은 총 50점 만점으로 3개의 평가영역, 7개의 평가항목 및 14개의 평
가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배점 내용은 사업운영 및 관리영역 10점, 서비스제공
및 관리영역 35점, 종합의견 영역 5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장 높은 배점은
서비스 제공 및 관리영역(35점)에 배분되어 있으며, 평가항목 중에서는 서비스
질 관리 항목의 배점이 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가지표 가운데 ‘평가자 종합
소견’(5점)의 배점이 가장 높음.
○ 평가방식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업운영 및 관리 영역에
서 사업비 관리 평가항목의 예산집행 및 전용 원칙 준수의 평가지표(현장평가
대상)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의 평가지표는 모두 서면평가를 실시함.
○ 현 평가지표는 첫 번째, 사업운영 및 관리 영역은 전문인력 및 예산관리 항목으
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담당 전문인력 및 돌보미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 사업비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지표임.
○ 두 번째,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영역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정체성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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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서비스를 주요대상으로, 이용자가정의 수요와 요
구를 얼마나 반영하였고, 이에 맞춰 체계적인 기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하며,
실적달성하기 위한 노력 여부 등을 평가함.
○ 세 번째, 종합의견 영역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이 장애아가족 양
육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한 데 대한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함.

3. 유사 서비스 평가지표 비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비교함으로써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2021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지표, 2021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
2020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지표를 비교 분석하였음.
○ 유사서비스 평가지표 분석 결과, 사업 성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서비스 품질 향
상에 중점을 두는 것, 체계적인 성과평가 수행 필요, 서비스 과정 및 결과지표
비중 상향 필요, 성과에 이르는 과정에 투입한 피평가자인 위탁기관의 노력을
추가하거나, 연초 이후 새롭게 가중 부여된 돌봄 서비스 배정량 수행에 대한 실
행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표적인 특화사
업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4. 선행연구 검토
○ 평가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검토는 사업의 운영관리와 서비스의 질 관
리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그동안 기존 평가지표를 통해 강조해왔던 성과중심의
평가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둠.
○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첫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평가지표 개발연구에서는
사업운영 방향에 대한 결정과 실천에 있어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
는 수요자 중심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을 위한 업무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둘째,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연구는 평가지표의 구성에 있어서 위탁기관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수
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와 사업운영 및 관리의 시스템 평가가 구분될 필

166

2021 KODDI 연구요약집

요가 있으며, 상대적인 평가지표와 절대적인 평가지표가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지표 개발 연구는 실적 및 성과평가에서 위탁기
관이 성과를 거두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입장표명할 수 있는 질적인 평가 방식 도
입이 필요함.

5. 시사점
○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간 신뢰도 및 변별력을 검증하여 평가지표를 제
안할 필요가 있음.
○ 평가기준에 있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적용 항목의 구분이 필요한지를 검토 필요.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부여
여부 검토 필요.
○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 간 역할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필요함.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 평가시스템과 서비스 성과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참여형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함.

Ⅲ. 사업 운영 현황 및 평가결과 분석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목적은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주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이에 장애아돌보미 이용률이 매년
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이
제약이 발생하고 재택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1대1로 지원받을 수 있
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
○ 사업 실적 분석 결과 양육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유아시기에 돌봄서
비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장애특성상 돌봄서비스
의 필요도가 높은 중증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아동의 비율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음.
○ 휴식지원프로그램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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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과 자조모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0년도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프로그램 실시 및 참여현황이 줄어들었으나, 장애아가족의
휴식지원에 대한 현장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지난 3년간 평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

그램’ 지원에 있어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었으며, 세부적으로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의 ‘돌봄서비스 수행’, ‘돌봄서비스 이
용 실적’, ‘휴식지원프로그램의 기획’에서 차이가 있음.
○ 반면, 인력관리 영역과 정보관리 영역, 사업비관리 영역은 2018년도 이후의 배
점의 변화로 인한 차이가 있으나, 서비스 제공기관별 전체 평균에 대한 표준편
차의 차이가 나지 않음. 이는 17개소 수행기관에서 정보관리·사업비 관리를 기
본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휴식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부분에서의 각 그룹간의 차이가 있으나, 휴식
지원프로그램 이용 실적과 만족도는 그룹간의 차이가 없었음.
○ 따라서 전체적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평가 결과에서 점수 차이를 보이
고 있는 것은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의 기획, 수행, 실적, 만족도 등의
평가지표 임.

Ⅳ. 현장 방문 및 전문가 FGI 분석 결과
○ 평가지표 개발을 위하여 장애아동 배정량이 가장 많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난
3년 동안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청취 및 평가지표별 준비 서류 등을 살펴보았고 이
들 토대로 평가지표 개발 및 수정 보완함.
○ 기존 본 사업의 평가위원, 장애아 가족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한 학계, 부모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함.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
업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사업특성별(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사업)
평가지표 방향, 대분류 및 소분류 영역 구분, 세부 평가지표 영역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지표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그 결과, 첫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대상자에 있어 현재 6세 이상의 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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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와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만 6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방향 등이 논의
되었고, 이후 서비스 제공 대상자와 사업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음.
○ 둘째, 휴식지원서비스에 대한 방향성과 방법의 수정이 필요함. 장애아가족마다
희망하는 휴식지원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서 혼자 휴식하는 것, 또는 집단 활동
을 통한 휴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휴식 등 개인마다 선호하는 휴식이 다양하
기 때문에 개별 가정의 휴식지원 욕구에 근거하여 사업수행기관에서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사업수행내용 및 인력에 대한 추가 배치가 필요함. 현재 사업 수행인력이
현재 각 기관별 1명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직원 1인 체계 조직에서 본 사업 전
반적인 것을 기획, 수행, 평가 및 환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전산시스템
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모든 사업결과기록을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

Ⅴ. 종사자 의견조사 및 모의 평가 결과
○ 1차 의견조사 및 2차 의견조사를 실시하면서 평가지표에 대한 사업수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1차 의견조사 결과에서는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음. 기존 평가지표의 수정 및 삭제
에 대해서 동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 신규 및 보완지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 의견을 보였음. 이에 따라 1차 의견조사 결과를 수렴하고자 연구진 회의를
거쳐 수정작업을 진행하였음.
○ 1차 의견조사 이후 평가지표의 가장 큰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본
사업인 돌봄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항목을 수정하고 배점 부여를
통해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휴식지원서비스에 대한 항목을 축소함으로써 수행기
관의 부담을 줄였음. 또한 질적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안전이나 인권보호 등 추
가함으로써, 사업수행기관의 질적 측면을 강화하였음.
○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구성하였고, 모의평가를 진행하였음.
○ 모의평가 결과 전체 41점 만점에서 평균 31.9점으로 나타났는데, A 영역은 전
담인력 관리 항목에서 배점과 평균값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B 영역(서
비스 제공 및 관리)에서는 돌봄서비스 기획 항목에서 배점과 평균값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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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 1차 의견조사와 2차 의견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업수행
기관의 의견은 전담인력 관리와 사업계획 수립의 어려움이었음.

Ⅵ.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지표 개선안
○ 공동연구진 회의, 현장방문, 전문가 FGI, 현장종사자 의견조사 및 모의평가 결
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의 개선 방향을 설정함.
○ 첫째, 최근 평가에 적용되고 있는 주요 흐름을 반영하여 시스템 평가지표와 서
비스 평가지표를 구분함.
○ 둘째, 사업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 노력정도를 반영하도록 하였음.
당해연도 사업 실적과 더불어 최근 3년간 수행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정
도를 파악하여 지역별 수행기관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한 보상점수를 추가하였음.
○ 셋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정체성 및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 확대하였
음. 이를 위해 휴식지원 프로그램의 평가항목을 전면 대폭 수정하였고, 휴식지
원 프로그램 평가 시 가중치 부여하였음.
○ 넷째, 사업 수행기관의 돌봄서비스 이용자 별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지표의 삭
제로 평가 관련 서류 및 행정작업이 대폭 간소화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하였음.
○ 다섯째,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휴식지원프로그램 이용만족도는 중앙센터에
서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기관별 평가지표에서는 삭제하였음.
○ 여섯째, 현행 타 평가 동향을 반영하여 기존의 종합의견을 세부 항목을 추가하
여 종합평가로 수정하였음.
○ 마지막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 조정하였
음. 전담인력 및 돌보미 인력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하여 지표를 대폭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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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평가지표의 수정된 영역 및 항목 수
평가영역

A
사업
운영 및
관리

변경 후

문항수

배점

문항수

배점

A-1.
인력관리

A-1-1. 전담인력 관리

2

2

3

2

A-1-2. 장애아돌보미 관리

4

4

4

2

A-2.
정보관리

A-2-1.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관리

2

2

2

0

A-3.
사업비관리

A-3-1.
예산집행 및 전용 원칙 준수

2

2

2

0

B-1-1. 돌봄서비스 기획

3

3

4

8

B-1-2. 돌봄서비스 수행

4

4

6

12

B-1-3. 돌봄서비스 이용 실적

4

4

8

9

B-1-4.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4

4

B-2-1. 휴식지원 프로그램 기획

3

3

2

2

B-2-2. 휴식지원 프로그램 수행

4

4

3

3

B-2-3. 휴식지원프로그램 이용실적

4

4

3

3

B-2-4. 휴식지원 프로그램 성과

4

4

-

5

5

-

5

5

B-1. 돌봄
서비스
B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변경 전

평가항목

B-2.
휴식지원
프로그램

B-3. 서비스
B-3-1.
질 관리
돌봄서비스 이용자별 서비스 질 관리
C
C-1. 평가자
종합 의견
종합소견

C-1-1.
평가자 종합소견

총점

-

3

50

3
44

Ⅶ. 결론 및 제언
1. 평가주기
○ 본 사업의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및 관리가 내년도에서는 차세대전자시스템으
로 구축될 예정이므로 현재와 같이 매년 기본적인 사업 실적은 시스템으로 상
시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 질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 평가는 3년 마다 정기적
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1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171

2. 평가방법
○ 평가 방식에서 대해서 지금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양적 위
주의 사업방식을 탈피하는 개선이 필요함.
○ 현재와 같은 절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전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등 적정
기준점 이상인 기관은 모두 ‘사업 유지’로 평가하고, 연속해서 평가점수가 2회
이상 60점 이하 또는 전체 100점 만점에 감점 비율이 10% 이상 등의 기준을
정해 기관의 사업을 재평가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의 단순한 사업실적과 평가 서류 준비 등의 부담을 낮
추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휴식지원프로그램 성과평가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사업수행 전담인력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휴식지원서비스에 대한 진행
방식과 성과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있도록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 및 필요시 기관을 방문하여 성
과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평가위원 운영
○ 본 사업의 평가는 향후 시스템평가와 서비스 과정 및 질 평가 방식으로 전면적
으로 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시적인 평가인력 풀을 구축하
여 운영 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단위에 1개 기관씩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
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평가결과 후 조치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기관은 사업운영
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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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결과, 2021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지표는 현행 사업 운영 및 관리, 서비
스 제공 및 관리, 평가위원 평가에 대한 기본들은 그대로 유지하였음. 다만 상기에서 언급한
개선방향을 근거로 세부 평가항목들이 변경되었음. 신규 개발된 평가지표 적용방안에 대해
현재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는 평가에서 3년 단위 질적평가로의 전환, 절대방식으로 평가
방법 변경,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성과평가로 개별 가족의 욕구에 따른 기획과 사업 수행에 대
한 지속적인 컨설팅 실시, 상시적 평가인력 구성, 평가결과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 등이 지
원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2022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전산화 구
축 시 신규 평가지표로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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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exes for Care Aid
Programs to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Summary
As a computed management system is to be established as part of the 2022
care aid program to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this study aims to develop
evaluation indexes on the service quality and include major evaluation indexes in
the computed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manage the content and quality of
the care aid program to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Accordingly, the final
evaluation indexes were confirmed based on the following: literature review,
analysis of 3-year evaluation results on service providers, on-site visits and FGI, 2
opinion polls on the evaluation indexes, and internal simulation evaluation as well
as assessment of the appropriateness of extra points and the indexes.
In the simulation evaluation that was conducted in application of the new
evaluation indexes, the average score was 31.9 (full mark: 41 points). In Part A,
the difference between the allotted points and the average value was most
significant regarding dedicated workforce management. In Part B (service
provision and management), the difference was most significant regarding care
service planning.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esented for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indexes: classification of system evaluation indexes
and service evaluation indexes; addition of rewarding points depending on the
efforts on the part of each service provider; expansion of the evaluation items in
relaxation assistance program in reflection of the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re aid program to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and simplification of evaluation
documentation and administrative affairs to increase the work efficiency.
Specifically, 1) the evaluation interval needs to be changed from annual to once
every 3 years; 2) the quality evaluation items and evaluation criteria need to be
changed; 3) consultation needs to be conducted on the performance of the
relaxation assistance programs; 4) there needs to be a regionally active full-time
evaluation council; and 5) sufficient support is also necessary as a follow-up
measure including incentives depending on evalu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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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Regarding the evaluation indexes of the 2021 care aid program to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basic aspects about project
operation and management, service provision and management, and evaluation on
the evaluation council continue to be applied as they are. However, specific
evaluation items have been adjusted based on the above-stated direction of
improvemen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newly developed evaluation
indexe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esented: the evaluation interval should be
changed from the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to a qualitative evaluation once
every 3 years; the evaluation method should be changed to an absolute evaluation
method; relaxation assistance programs should reflect individual families’ needs
based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consultation on the service provision should
be provided continually; a full-time evaluation team should be formed; and
appropriate incentives should be provided based on evaluation results. The
evaluation indexes developed in this study are reflected as the new evaluation
indexes in the compu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2022 care aid program to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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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역사회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개발 연구
서해정, 박정연, 채성현, 전근배, 이상준

요약
본 연구는 정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1. 8)에서 제시
하고 있듯이 장애인 자신이 살아갈 개별적인 주거공간인 집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거지원서비
스’의 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문헌검토, 현장방
문 및 개별. 집단인터뷰 및 서면의견조사 20명, 전국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종사
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둘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을 검토하고, 셋째, 현장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설
문조사를 통해 적정의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과 기준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절차, 인력 기준 등을 제안하였음. 제안된 서비스 내용은 총 8개 영
역, 26개 기준이며,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의 범위와 이용절차, 주거지원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 기존 인프라 활용 방안, 서비스 질 관리 등에 대해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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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
을 다른 지역주민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작한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은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
공하여 임차인의 독립을 돕는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임.
○ 주거지원서비스는 기존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반(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자금
대출 지원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사회서비스를 포함하고, 협의의 주거지원서비
스는 협의의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다른 독특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국토부에서의 주택공급에 치중된 주거서비스와 서울시의
지원주택에서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등을 수정·보완하고, 주거약자인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정하고, 이러한 서비스 전
달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임. 이를 위해 첫째, 이에 대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둘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을 검토하고, 셋째, 현장전문가 등의 통한 의견수
렴과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의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과 기준을 제시하고, 마지막
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절차, 인력 기준 등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문헌검토
- 국내·외 문헌검토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전국의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등의 현황을
검토함.
○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기반 주택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서비스 현황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전국에서 탈시설 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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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역사회에서 재가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그룹홈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택의 일반적인 현황과 입주 및 퇴거 절차, 지원서비스 내용,
운영 인력 등의 현황을 확인함.
○ 현장방문 및 개별/집단 인터뷰
- 지역사회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 현
장방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및 집단 집단인터뷰와 서면 의견조사
등을 실시함.
○ 전국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현황 설문조사
- 본 연구에서 현장에서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원칙, 기
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활용한 설문지는 충현복지관
에서 실시한 “성인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를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크리스트
연구(오단이 외, 2021)”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함.
- 이후 전국의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Ⅱ.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
1. 주거지원의 개념과 범위
○ 주거의 개념
- 주거는 인간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주택(주택내
부특성)이라는 의미와 이 같은 주택이 위치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장소 또는
환경(주택외부특성)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음.
○ 주거지원의 개념
- 주거복지란 인간의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진 상태 또는 이러
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
- 주거지원이란 주거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고 유지함으
로써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임. 주거지원의 목적은 거주
자의 주거 안정성과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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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설정
-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은 주거의 물리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특성 모두를 고
려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반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형태의 주거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동의
문제(Mobility Problems)나 고용, 자립, 사회참여, 정신건강 등에 부정적인
영향(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018)등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에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는 포괄적인 형태로 정의될
필요가 있음.

2. 주거지원의 목적
○ 주거지원의 대상이 장애인으로 설정되는 경우, 장애인은 장애의 고유한 특성으
로 인해 주거지원의 범위를 더욱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
장애는 특정 생애주기상의 구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이들의 욕구는 장애라는 특성과 결합하
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주거는 이들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주거지원의 다양한 측면
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즉, 주거의 물리적 특성을 강조한 지원방
식인 주거안정성 영역과 주거의 사회적 특성을 강조한 주거편의성으로 구분하
여 각각에 필요한 혹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함.

3.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별 현황
○ 주거안정성 영역
- 국내
<표 15-1> 국내 제공되는 주거안정성 관련 서비스 현황
구분

종류

내용

주택공급
관련정책

공공분양주택
장애인대상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기관이 추천하는 가구(장애인 포함)에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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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내용

공공임대주택
장애인대상 주택공급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 전세주택 및 기존주택을 활
용하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구분

영구임대주택

장애인의 경우 우선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 공급
1순위 대상에 해당

공공임대주택

장애인은 공공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대상

국민임대주택

장애인은 우선공급대상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장애인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의 경우 2순위에 해당

장애인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의 경우 2순위에 해당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은 저소득장애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
관련정책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국가･지자체 등 공공에서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일
정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구비된 주거약자용 임대
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한 주택

주거급여(임차금여)

장애인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만족하면 임차급여를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임차주택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 시 최
장 2년간 매월 30만원의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은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장애인가구의 경우 연 0.2%의 금리 우대 적용
주택개조
지원정책

수선유지급여
지자체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을 지원
서울시의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경기도의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국외
<표 15-2> 국외 공되는 주거안정성 관련 서비스 현황
구분

종류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비노인 장애인 바우처 프로그램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제811조 프로그램
주택도시개발부 제202조 프로그램
보훈 장애인 주거지원
농림부 제5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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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주택공급정책: 주택공급의 확대와 안정적인 성장

영국

사회주택 및 저렴주택의 개혁
주거지원의 질적 향상

○ 주거편의성 영역
- 최근 자립생활 운동이나 탈시설 운동의 성과 그리고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체험홈이
나 지원주택, 케어안심주택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거편의성의 영역에 관련된 국내･외의 지원서비스들은 주택 내부에서의 일
상 활동에서부터 주택 외부영역의 사회참여 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지원영역들을 포괄하고 있음.
- 주거편의의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들 대다수는 장애인
복지관 등과 같은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같이 기존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어오던 서비스와 많은
부분에서 중복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전달체계에 적지 않
은 혼란을 예상해볼 수 있음.

Ⅲ. 설문지 개발 과정
1.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등에게 지원되고 있는 주거지
원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
관 각각 3개의 지원주택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개별 인터뷰를 실시함.
○ 주거취약계층별 필요한 지원에 따라 특성화된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주거서비
스’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서비스들도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고 자립
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였음. 3개 기관 모두 ‘주택
수리 및 관리’와 같은 분야를 어려워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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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의 활동 혹
은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이나 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기타 주거지원 유사 서비스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구 A 자립생활센터 업무
분석 및 자립생활주택 ILP, B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업무분석, 장애인공동생활가
정 업무형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원칙이나 서비
스 제공 목록은 기존 타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형식과 동일하
였으나, 일부 ‘지역사회 내 생활 및 연계’, ‘자립생활을 위한 학습이나 훈련’같은
기능이 강화됨.

2. 설문지 제작을 위한 FGI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사 서비스들을 구분하여 총 3개 종류의 기관(장애인 공
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지원주택)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FGI
를 실시함.
○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주간
보호시설이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
관들이 함께 운영되어야 함.
○ 체험주택이나 비공급형 주거지원서비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Ⅳ.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1. 조사개요
○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대상자는 현재 ‘주거지원서비스’로 지칭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립생활주택, 지원주
택 운영기관과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의 현장 전문가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 14명을 선정하여 실시함.
○ 문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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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 주거지원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차이점, 거주시설서비스와의 차이점
- 주거지원서비스 현황: 현장에서의 어려움
- 주거지원서비스의 기본 원칙: 기본 원칙
- 서비스 영역: 주거지원 서비스의 제공 영역
- 대상자 및 절차: 서비스의 이용자(대상자), 서비스 신청 과정 및 절차
-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조건), 인력의 배치기준
- 기존 인프라 활용방안: 기존 시설의 용도전환,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등
과 같은 주거지원서비스 인프라와의 관계

2. 전문가의견 서면조사 결과
○ 현재 주거지원서비스 현장에서의 어려움
- 주거 환경과 서비스 환경, 지원기관 운영 및 기타(인식) 분야에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와 지향
- 개념의 정의, 활동지원서비스와 차이, 거주시설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거서비
스와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주거지원서비스의 기본 원칙
- 제시된 주거지원서비스 원칙의 안에 대해 참여자들은 대체로 동의하였으며
특히, 개인별 주택 주거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여야 한다는 점, 이용자 욕구
와 자기결정의 강조,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받을 것,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추가적인 제한(단주, 단약, 프
로그램 참여 등)을 하지 않을 것 등을 강조함.
○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
- 참여자들은 제시된 주거지원서비스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
감하는 편이었음.
○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 범위 및 이용절차
- 참여자들은 주거지원서비스의 대상자 범위를 모든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으
며, 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시설 퇴소 및 시설 입소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탈
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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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였음.
○ 주거지원서비스 인력
- 참여자들은 대부분 배치 기준이 1인의 코디네이터가 2~4명 정도의 장애인
입주민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하는 편이며, 일정하게 코디네이터 숫자에 따라
별도의 슈퍼바이저 및 실무 총괄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 기존 인프라의 활용방안
-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기존 거주시설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 반대하거나 염려하였음.
○ 주거지원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기타
- 주거지원서비스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정성적 평가체계와 중간지원조직의 역
할이 필요하며,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표준 업무 매뉴얼이
필요함을 강조함.

Ⅴ.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기관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현장근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 조사대상 및 방법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부설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센터, 서울시그롭홈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의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LH의 주거복지지원
센터 등의 협조로 전국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수행기관 종사자 모집 공고문
을 기관 또는 협회 이메일로 보내 연구 참여 홍보를 요청함.
○ 주거지원 관련 기관 또는 협회에서 공지한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전국의 탈시설 또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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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내용
○ 설문지는 크게 2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주거지원서비스 영역에 대해 물어보았음.
○ 설문지는 조사자의 일반적인 현황, 기관의 일반적인 현황, 현 기관에서의 주거
지원서비스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음.

4. 분석결과
○ 종사자 현황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기관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현장근
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154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였음.
- 응답자의 근무경력 중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그룹(37.7%)이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은 '2년 이상 5년 미만'그룹(35.5%), ‘5년 이상’ 근무한 장기종사
자(29.9%) 순이었음.
- 17개의 관할지역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곳은 서울 84명(58.74%)이며,
그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대구광역시 순이었음.
○ 주거지원서비스 인식
- 주거지원서비스의 철학, 개념, 지향에 대한 인식(1~3번 문항), 주거지원서비
스의 이용대상과 기본 대상자에 대한 인식(4~6번 문항), 주거지원서비스 제
공기관과 장애인 당사자의 권한(주택 중심)에 대한 인식(7~9번 문항), 주거
지원서비스를 위한 공적 체계의 역할에 대한 인식(10~12번 문항), 기타 기
능전환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인식(13~15번 문항)에 대해 문의하였음.
-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에 체크 하였으나,
3번 문항인 ‘주거지원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는 전혀 다른 배타적 서비스이
다.(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7번 문항인 ‘주
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주택 이용에 대한 권한(예: 입소 및 퇴소
조치의 권한)을 지녀야 한다.’, 마지막으로 13번 문항인 ‘장애인거주시설이 주
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거나 병행하여 역할 할 수 있다.’에
서는 다른 문항과는 달리 참여자들의 의견이 상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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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서비스 영역
- 총 8개의 영역과 그에 따른 하위영역들에 대한 적절성을 물어보았음. '1. 입
주 전 안내 및 연계'(서비스 안내 및 홍보, 이용자 초기 인터뷰,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서비스 계약 및 변경), '2. 주거'(주택이해, 주거지 선택 및 계약,
이사, 주택관리 및 유지), '3. 지역사회 생활'(자기관리, 가사 관리, 개인안전,
금전관리/경제관리, 돌봄 서비스, 보조기기), '4. 사회참여'(쇼핑, 교통수단 활
용, 여가활동, 지역사회 활동, 취업 및 진로, 교육), '5. 건강지원'(건강관리,
의료/재활기관 연계, 응급의료 지원), '6. 옹호활동'(선택 및 자기옹호, 의사소
통, 성생활), '7. 인식개선'(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 '8. 기타 서비스 지원'임.
- 대부분의 문항에서 ‘적절하다’ 혹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응답함.
- 영역 중 가장 높은 적절하지 않다(매우 부적절하다+부적절하다)의 의견을 받
은 항목은 영역 1(입주 전 안내 및 연계) 항목으로, 2.79%가 해당 영역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함.
- 하위영역 중 가장 높은 적절하지 않다(매우 부적절하다+부적절하다)의 의견
을 받은 하위영역은 영역 6(옹호활동) 내의 ‘성생활’ 이었으며, ‘성에 대한 이
해(연애 및 성생활, 자위행위 등), 피임방법 등 안내, 동의/거절/도움 청하기,
피해를 받았을 때 방법 안내’와 같은 예시를 설문참여자들에게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6.29%가 해당 영역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였음.
-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비스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었다는 기타의견이
있는 반면, 시설과 같이 프로그램화 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참
여해야 하는 상황 등을 경계하며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음.

Ⅵ. 결론 및 제언
○ 장애인 주거지원의 개념
- 주거지원서비스: 장애유형과 연령대 및 욕구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
성과 주거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주거안정성의 영역: 지역사회의 주거를 기반으로 주택의 입지선정, 주거비 지
원, 주택개조 등을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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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편의성 영역: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주거 및 일상생
활, 사회참여활동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할 각종 서비스 지원.
○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영역
- 입주 전 안내 및 연계, 주거, 지역사회 생활, 사회참여, 건강지원, 옹호활동,
인식개선, 기타 서비스 지원으로 총 8개 영역.
○ 주거지원서비스의 기준 개요
<표 15-3>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개요
1. 입주 전
■ 기준
■ 기준
■ 기준
■ 기준

안내 및 연계
1: 서비스 안내 및 홍보
2: 이용자 초기 인터뷰
3: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4: 서비스 계약 및 변경

4. 사회참여
■ 기준 15:
■ 기준 16:
■ 기준 17:
■ 기준 18:
■ 기준 19:

2. 주거
■ 기준
■ 기준
■ 기준
■ 기준

5:
6:
7:
8:

5. 건강지원
■ 기준 20: 건강관리
■ 기준 21: 의료/재활 관련 기관 연계
■ 기준 22: 야간 등 긴급사항

주택 이해
주거지 선택 및 계약
이사
주거관리 및 유지

3. 지역사회 생활
■ 기준 9: 자기관리
■ 기준 10: 가사관리
■ 기준 11: 개인안전
■ 기준 12: 금전관리(경제관리)
■ 기준 13: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 기준 14: 보조기기

쇼핑
교통수단 활용
여가활동
지역사회 활동
취업 및 진로, 교육

6. 옹호활동
■ 기준 23: 선택 및 자기옹호
■ 기준 24: 의사소통
■ 기준 25: 성생활
7. 인식개선
■ 기준 26: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
8. 기타 서비스 지원

- 아직 현장에서는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용 또한 유
사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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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첫째, 2021년 4월 20일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같은 근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둘째, 입주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따라 장애인주거지원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
음. 또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자는 인지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취약하기 때
문에 응급상황을 지원하는 지역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함. 셋째, 질적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적절한 제공기관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넷째, 지원주택 주거지원서
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함. 마지막으로, 주거지
원서비스의 광역단위의 중간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정책반영으로는 2022년 1월24일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에 본 연구결과 반영하여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 패키지로 지
원하는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주거유지서비스 지원이라고 명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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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riteria of Housing Support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the Community
Summa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riteria of ‘housing support service’ in
recognition of disabled individuals’ right to select their own residence to live in
and accordingly, to live independently along with others in the community, as
specified in the governmental announcement of ‘the Roadmap for Supporting the
Independent Living of De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August 2021).
To this end,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regarding housing
support services. Interviews and written surveys were also conducted on
individuals or groups of people, 20 in total. In addition,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150 hands-on workers at organizations providing housing support services
to disabled persons around the country.
Based on the findings, the following steps were taken: first, the concept and
range of housing support services for the disabled were defined; second, based
on previous studies, possible areas of such housing support services for the
disabled were examined; third, based on opinions from field experts and survey
results, proper contents and criteria of housing support services were proposed;
finally, support procedures and criteria of workforce for such services were
suggested. The suggested service contents include 8 areas and 26 criteria in total.
The suggestions are presented regarding the following details: the available range
and use procedures for recipients of housing support services, criteria of
workforce assignment for housing support services, ways to utilize existing
infrastructures, and service quality management.

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policies a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pplicable laws such as the ｢Act on Housing Maintenance
and Support Services｣ proposed by congressman Jang, Hye-yeong, on Apri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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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econd, various housing support services for the disabled need to be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potential residents’ needs and characteristics. In
addition, since residents who need housing support services are likely to be weak
in cognitive, mental, and physical aspects, a regional care giving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in case of emergency situations. Third, it is vital to secure and
support organizations that can provide quality services for housing support.
Fourth, proper workforce needs to be designated in order to secure the quality of
housing support services at the supportive housing. Finally, an intermediate
organiz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for each wide area section of housing
support services.
As to policy reflection,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ggested to be applied to the
government’s 「Pilot Project for Supporting the Independent Living of
De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on January 24,
2022, and a model to provide an integrated package of services to
de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local communities. This model is
called ‘a support service for housing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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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해정, 민소영, 김지윤, 이상준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의 탈시설 및 장애인정책에 부합하는 장애인 주거관련 법과 제
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장애인주거행태를 살펴봄으로써 주거관련 법
률 및 주거지원 체계(조직, 인력 및 재정,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관련 문헌검토, 전문가 심층면접 및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한 정책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음.
주요 연구결과, 현재 발의된 주거약자법 개정안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정안은 탈시설 장
애인을 위한 지원주택에 대한 근거법안으로 사료되나, 이원화된 법체계에 따른 연계와 소관
부처가 상이함에 따른 실질적인 업무 수행의 어려움, 재정조달 등의 어려움이 우려됨.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울시 등의 지원주택 사례 및 델파이조사결과를 통해 지원주택 법제의
필요성 및 공급 및 유형, 전달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음. 이를 통하여 법적 기
반과 예산 근거, 주택 확보, 신규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개발,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전달체
계, 명확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전달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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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는 법적으
로 말하는 자유권으로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
의 보장 의무를 핵심요소로 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
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의 탈시설 및 장애인정책에 부합하는 장애인
주거관련 법과 제도를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장애인주거형
태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관련 법률 및 주거지원 체계(조직, 인
력 및 재정,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문헌검토
-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
구를 검토하고, 최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지원주택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현재 국내 장애인 주거정책 등의 문헌을 검토
○ 전문가 심층면접
- 장애인의 주거지원정책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 등을 5명을 대상으로 개
별 심층 면접을 실시
○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한 정책 델파이 조사
- 장애인주거지원체계와 관련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발된 델파이조사 문항으
로 15명 전문가(지원주택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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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장애인 주거관련 법률 및 정책
1. 지원주택에 대한 이해
○ 지원주택의 개념
- 지원주택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물리적 공간인 ‘집’, 그리
고 이 공간에서 주체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가 결합된 주거 형태임, 지원주택 제도는 서비스를 받으면 독립적 주거생활
이 가능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과 아울러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지원주택의 운영 원리(운영 원칙)
- 지원주택이 기존 시설과 가장 큰 차이는 지원주택 입주자가 곧 세입자가 되
어 자기 명의로 주택을 계약하는 것임.
- 주택의 조건은 저렴하면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야 함.
- 지원주택 대상자는 ‘지원서비스가 결합되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이어야 함.
- 지원주택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거유지 조건과
동일하게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게 됨.
- 주택은 일반적인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분산된 형
태로 배치되어야함.
- 정신보건, 일반의료, 약물사용, 교육, 고용, 일상생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때, 거주자가 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음.
○ 지원주택 도입 현황
- 2016년도부터 서울시는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
을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아 51호의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 대상 측면이나 규모 측면에서 가장 광범위하며 체계적으로 진행된 서울시 지
원주택 시범사업의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지원주택 입주 이후 거주자들에게
서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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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장애인 지원주택 법률 쟁점 분석
○ 지원주택 법제화 현황
- 주거복지법제를 개관하면,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개별 주택 및 주거복지
에 관한 법률들로 그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주거복지법제 중 주거약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가 소관하여 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과 보건복
지부가 소관하여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규정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2021년 4월 20일,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거약자법)｣ 개정안과, 주거유
지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
비스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제정안이 발의되었음.
- 현행 주거약자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인간다
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주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에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약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법률상 주요 개념
- 주거약자법 개정안: 주거약자에 ‘노숙인, 정신질환자’ 추가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개조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지원, 주거약자 지원서비스’ 등의 내
용이 추가됨.
-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안: 주거약자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노숙
인, 정신질환자 등’이 해당, 지원주택이란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
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
택 등의 주택에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함.
○ 법적 쟁점 분석
- 이원화된 법체계에 따른 연계조항: 현행 법체계상의 한계로 지원주택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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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법제가 통합되지 못하고 주거약자법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으로 이분
화 되어 규정됨에 따라, 각 법안은 상호간 연계 조항을 삽입하여 지원주택
제공에 있어서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분화된 법제의 도입으로 주택
과 지원서비스를 각기 제공하게 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각 부처의 ‘의무
및 소관 사항, 재정 조달, 전달체계’ 등 측면에서의 중첩 및 책임 소재가 불
분명해 질 여지가 있음.
- 담당기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주거약자법과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주거
유지지원서비스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에서 주거약자용 주택
제공과 서비스지원에 있어서의 각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나 소관부처
의 이원화로 긴밀한 협력 없이는 실제 업무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재정조달: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이 각 법령의 규율을 받는 개
별 영역에 따라 달리 이루어져 본법에 따른 통합적 관리에 어려움이 우려됨.

3. 국외 장애인 주거주택 정책 분석
○ 영국
- 영국의 공공주택(사회주택)정책과 관련된 법제는 1919년 이후 20여 차례 개
정된 주택법(Housing Act)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법과 주
택조합법등 특별목적을 위한 개별법들이 이를 보완하고 있음.
- 장애인은 일반적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된 특성화된 주택(Specialised Housing)에서 생활하기도 함.
- 특성화된 주택은 다양한 이용자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해왔으며,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보호주택(Extra Care Housing) 등을 말함.
- 영국은 2003년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Supporting People Program)을 도
입하면서 지원주택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적 변곡점을 만들어냈음.
○ 미국
- 미국에서는 1987년 홈리스지원법(Homeless Assistance Act)에 의해 지원
주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돌봄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 상에서
치료와 결합된 주거모델이 제안됨.
- 지원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외에 주로 사회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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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이며, 이는 직능훈련, 생활기술훈련, 알콜이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과
다양한 커뮤니티서비스(보육지원, 교육 등)가 있음. 또한, 지원주택 거주자는 홈
리스나 저소득층에서 노인, 장애인, 고아, 정신질환자, 알콜/약물중독자, 면역결
핍바이러스(AIDS/HIV) 감염자, 청년실업자, 사회취약계층 가족 등으로 확대되
고 있음.
- 지원주택의 경우 다양한 수준의 케어와 서포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입주하
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비용은 의료 및 사회서비스 영역인 Medicare와
Medicaid의 재원을 활용하여 충당함.
○ 일본
- 일본의 장애인 주택정책은 2006년 제정된 ｢주생활기본법(住生活基本法)｣에
근거하고 있음. 이 법에 의해 중앙정부는 ‘주생활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장애
인 등이 지역에서 안전･안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① 주
택의 유니버설 디자인화 촉진, ② 주택의 무장애화 지원 등 하드･소프트사업
의 촉진, ③ 장애인 등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과 복지시설
의 통합적인 정비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2년에는 기존의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障害者總合支援法, 이하 장애인
종합지원법)｣이 제정되었음. 이는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 관
한 법률로서, 장애인에 대한 기본 사항(장애 유형, 등급, 개호 현황, 주거 현
황, 서비스 이용 의향)과 서비스 이용 계획에 따라 크게 ‘자립지원급부’와 ‘지
역생활지원사업’으로 구성됨.
○ 호주
- ADHC(Ageing, Disability and Home Care)하에 정부 주도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시행해오던 호주는 2011~2012년 장애인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조사
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 욕구를 파악하여, 2013년부터
호주 각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7월 1일부터 호주국가장애보험
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a, NDIS)를 전면 시행함. 이 제
도에 의해 이용자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서비스 목표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전
환하였음.
- NDIS 하에서 주거 관련 지원은 장애인 전용임대주택(Specialist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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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 SDA)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독립생활 지원서비스(Supported
Independent Living, SIL)로 나뉘어 있음.

Ⅲ. 국내외 지원주택 사례
1. 미국
○ 미국은 주택관련 정부부처인 HUD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노숙인 지원주택을 위한 히트법(HEARTH Act)이 마련되어서 노숙인을 위한 주
택 및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미국은 기존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기관에 제공하거나,
정부차원에서 지역의 저렴주택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미국은 HUD를 통하여 서비스 코디네이터 고용, 주택개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개발되어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서비스
재원은 주정부나 비영리조직 등에 의해서도 제공됨.

2. 국내
○ 해외에 비해 국내는 아직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어 있지 못함. 다만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지원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하였음.
○ 첫째,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지원정책 법적 근거 필요. 현재 주택공급은 국토
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탈시설 장애인 등 주택과 더불어 복지서비스가 함
께 제공되어야 하는 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주택 관련법과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 둘째, 이를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업무와 기존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
복지센터와 업무의 중복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
○ 셋째, 탈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재가 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인 주거정책을 담
당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이를 전담을 할 종사자의 교육 및 서비스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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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고려해야 할 것임.

Ⅳ.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주택 및 주거복지와
관련된 학계,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개별 심층면
접을 실시하였음.
○ 전문가들은 총 5명으로, 각각 의 분야 및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거지원 정책 전문가(주거지원정책 방향, 주택공급주체, 지원주택 관련법과
제도)
- 주거복지센터 종사자(주거복지센터의 역할 및 업무, 국토부 내의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체계, 국토부와 관련된 전달체계와 협력(주택탐색 및 계약 등))
- 장애인 지원주택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종사자의 교육
및 서비스 질 관리, 기관평가와 관련된 내용)
- 민간 주거서비스 제공자(민간에서의 비영리주거지원모델, 비장애 입주자에 대
한 교육지원 서비스, 지원인력의 역할 등)
○ 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현재 서비스 제공 내용을 포함한 향후 주거지원체계에
대한 목적 및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1) 지원주택 공급량, 2) 지원주택 공급 주체의 다양화, 3) 장애인 지원주택의
유형, 4) 장애인 지원주택 유형의 다양화, 5) 지원주택 입주 대상, 6) 주거유
지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화, 7)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인력, 8) 중간
지원조직의 필요성, 9)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10)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기
존 장애인서비스의 관계, 11) 서비스의 품질 담보와 같은 주요 쟁점들이 논
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제1차 델파이조
사 문항을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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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델파이 조사
1. 델파이 조사 개요
○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참여자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 분야와 지역사
회에서 장애인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전문적인 견
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선정하였음.
○ 참여자 정보는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4인, 현장전문가(사업수행기관 등) 10
인, 관련전문가 1인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제1차 델파이 조사
○ 제1차 델파이 조사는 기존 문헌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과 현장 전문가 의견
을 토대로 연구진이 구성한 개방형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음.
○ 그 결과 2차 델파이 문항에 대해서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개요(서비스의 개념,
서비스 영역, 서비스 유형, 서비스 필요성, 서비스 범위)와 관련된 문항을 추가
제시. 또한 법제와 관련하여 기존 이원화된 법률을 통합하는 것 이외에 상위기
관(대통령실, 국무총리실)등에 대한 문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마지막으로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활동지원서
비스와 같은 기존 서비스와 차별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필요성을
느껴 제2차 델파이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음.

2. 제2차 델파이 조사
○ 제2차 델파이조사 결과 2개 문항(‘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기존 거주시설을 운영하던 법인 및 인력이 그대로 주거유지지원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인력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원인력 1인당
장애인 수를 일정비율 지정해야 한다.’)을 제외하고 모두 CVR값이 .60을 넘어
타당하다고 나왔음.
○ 타당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기존 거주시설
운영기관에 대하여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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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육 및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가능한 조건에 대해 의논해야 할
것임.
○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경우에는 기존 제공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충분
한 제공량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자나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표 16-1> 제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류

문항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주택 공급(주거안정성 영역)을 포함한 주거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말한다.
거주 전환 후 완전 독립 이전까지 주거관리･지역사회 참여 등 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해야
한다.

서비스 개요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크게 주거유지,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 옹호지원 등이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내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사회서비스 외에 별도 주거
유지지원서비스 제도화가 필요하다.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배타적 서비스로 일상생활을 지원
하는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지원주택(주택+주거서비스)을 제도화하기 위한 현재 발의된 법과 같이 이원화된 법 제정을 해
야 한다.

법제

향후 법률의 이원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하여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의 소관 부처를 복수(국토부, 복지부)로 설정해야한다.
법률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법률의 소관부처를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등 상급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
현행 주거약자용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전체 물량에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공급량
을 늘리기 위하여 일정비율(ex. 5%)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지원주택의 공급이 SH, LH 등 기존의 공공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민간건설임
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등으로 다양화 되어야
한다.

지원주택
공동생활/독립생활 희망 여부, 전문 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배치된 형태 등 장애
공급 및 유형
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탈시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도 지원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 중 24시간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혹은 와상장
애인은 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장애인이 주거서비스 지원정도
주거유지지원 에 따라 지원인력을 배정해야 한다.
서비스 공급
서울시복지재단 전환서비스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중간지원
전달체계
조직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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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항
상기에서 제시한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 뿐만 아닌, 노인, 노숙인 및 정신
장애인 등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특수한 상황(긴급 상황 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 지원 등 활동지
원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질 담보를 위하여 표준화 기준이 필요하다.
주거유지지원서비스 품질을 위해 꾸준한 품질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추후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정의 및 제공 서비스, 지원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인증제를 통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단위인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과 같이 국비가 일정비율 매칭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1. 법적 기반과 예산 근거
○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 및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위해 안
정적인 주택 공급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이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별도의 지원주택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둘째, 주거약자지원법 개정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법 제정
- 셋째,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장애인 우선공급(연간 공급량의 5%)과 주거약
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체계 마련

2. 주택 확보
○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지원주택용 주택 물량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첫째,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수 있음. 매입임대주택의 공
급물량 3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권한으로 지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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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음.
- 둘째, 영구임대주택 재공급분을 활용할 수 있음.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에서
시도지사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셋째, 사회주택을 활용할 수 있음. 사회주택은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70% 이하계층에게 제공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이고, 10년간 거주
할 수 있음.
- 넷째, 지원주택 공급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지원주택 공급을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주택까지 포함하여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지원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기존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의 보다 유
연한 지원주택 유형도 향후 고민할 필요가 있음.

3. 신규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개발
○ 아직까지 법적으로 명확히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개발될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입주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따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다양하게 개
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지원주택 입주자들은 발달장애인, 노숙인, 정신
질환자, 노인 등이며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다양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가 유연하게 제공되어야 함. 또한 별도의 위기대응을 위한 체계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이러한 질적인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제공기관
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만약 주거유지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외부의 독립된 기관을 설치할 경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기관의 자격 및 선
정 방식에 대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전달체계
○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공급은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여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이들에게 지원되는 주택을 관리하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204

2021 KODDI 연구요약집

지원주택 공급 및 수요 기획, 제반 운영 및 관리 총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할 수 있음. 중간지원조직은 지원주택에 대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통
합적 체계로 구축하는 것을 지향함.

5. 명확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 현재 거주시설은 국비전액 지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지만 거주시설
에서 생활하였던 장애인이 탈시설 이후 이들에게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은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탈시설 정책을 표명한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지침 전달과 수행 역할에 그
치지 않고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탈시설 장애인 주거정책을 개발하고, 향후
장애인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전달주체를 형성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임.

6.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전달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 지원주택에서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인력
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함.
○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인력이 필요
함. 단, 일률적으로 장애인 몇 명에 코디네이터 몇 명이라는 인력 배치 기준보
다는 지원정도에 따라 유연성 있게 지원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또한 주거유지지
원서비스 영역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직원들이 어떤 내용의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고, 복잡한 주
거지원 전달체계 내에서 이들이 적절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는 추후 연구를 통해 제시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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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및 반영
연구 결과, 법적 기반과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다양한 주택 확보, 신규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개발,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전달체계 마련, 명확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주거유
지지원서비스 전달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등임. 이를 통한 정책반영은 2022년 1월 24일 정
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광역, 기초 지
자체 10개소 선정, 지자체별운영 방식을 제안함(지지체 주도형, 민관협력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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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Housing Support System for
De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Summa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condi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housing of disabled persons in line with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their deinstitutionalization at home and abroad, analyze various types
of housing for the disabled in the local community, and suggest laws and systems
for housing support in the local community (organization, workforce and finance,
service delivery system). To this end,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on policies
related to housing support for the disabled, and in-depth interviews and a Delphi
survey on such policies were also conducted with a panel of experts.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Act on the Support for
Housing Disadvantaged Persons and the proposal of the Act on Housing
Maintenance and Support Services are viewed as basis laws regarding supportive
housing for de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re are
challenges in work performance and financing due to the decentralized legal
systems and differences among relevant departments. Nonetheless, in view of
actual cases of supportive housing in the U.S. and Seoul, and findings of the
Delphi survey, various opinions have been collected regarding the need for
supportive housing laws, supply details, types, and delivery systems.
Accordingly, suggestions are presented concerning the following aspects: legal
foundation and basis for budgeting, securing of sufficient housing, development
of new housing maintenance and support services, housing support system for
de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clear work divis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llotment of professional workforce to deliver the
housing maintenance and suppor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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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presented concerning the
following aspects: legal foundation and basis for budgeting, securing of sufficient
housing, development of new housing maintenance and support services, housing
support system for de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clear work divis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llotment of professional workforce
to deliver the housing maintenance and support services, etc.
Accordingly, policy reflection is presented as follows.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ggested to be applied to the government’s「Pilot Project for Supporting the
Independent Living of De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on January 24, 2022. With 10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selected, the operation methods for each of them are proposed (local
government-driven, private-public partnership,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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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Ⅲ : 중증 피부질환 및
장애인등록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조윤화, 김용진, 이호선, 오윤지, 김계정

요약
본 연구는 3년간 진행된 중장기과제의 일환으로, 2019년 감각기능 및 통증영역의 복합부
위통증증후군과 정신장애 내 투렛증후군, 기면증, 2020년 장애인복지법에 제외된 정신질환
에 이어서, 2021년에는 피부 및 관련구조의 기능 영역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의
제약 수준을 조사하였음.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활용하였으며, 질적연구 결과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질적연구는 피부과 교수 2인, 현장 전문가 및 각 질환별 환자단체장 3인이 참여
하였음. 즉 당사자 집단의 경우, 화상중증질환자 3인, 수포성 표피박리증 3인, 건선 2인, 중
증아토피 2인 으로 구성하였음. 그 결과,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피부질환 그룹들은 피부질환
의 주요한 증상(가려움증과 진물, 통증, 제한된 땀샘분비 기능)을 경험하였으며, 가려움증, 통
증과 같은 피부질환의 주요 증상은 신체 전체로 확대되고 있었음. 신체적 변형과 감각손실 등
은 공황상태와,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였음. 특히 이들은 직장생활과 사회참
여에서 제약을 경험하였는데, 주위의 부정적 시선과 대중교통 이동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
었음. 마지막으로 사회적·공적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에 참여한 피부질환 당사자들은 산정특
례제도 안에서 치료비 지원만을 받고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지원은 전혀 볼 수 없었음. 즉, 사
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지원은 매우 미미하였으며,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경우, 당사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드레싱이나, 이러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활동지원사의 역할에 대
해 서비스의 다양성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음. 질적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
라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장
기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의 개편으로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음. 첫째, 장기적 방안으로 장애
인등록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였음. 둘째, 현행 제도의 개편으로 장애정도 심사체계의 개편이
며, 마지막으로 예외적인 인정기준에 대한 구체화 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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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외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미등록장애인’들이
장애인등록을 시도하고 있고, 2021년 4월 장애인정질환범주 확대의 결실을 이
루기도 함.
○ 아직까지 예외적 인정기준에 대한 전달체계가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최근 정
신장애, 발달장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있어 왔지만, 소화기장애와 중증 피
부질환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편임.
○ 장애정책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정 소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개념은 계속 진화하고, 정책대상자들은 계속 장애인복지법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3년간 진행된 중장기과제의 일환으로, 2019년 감각기능 및 통
증영역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장애 내 투렛증후군, 기면증, 2020년 장애
인복지법에 제외된 정신질환에 이어서, 2021년에는 피부 및 관련구조의 기능
영역을 대상으로 일생생활 및 사회참여의 제약 수준을 조사하고 이들이 요구하
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용과 장애인등록체계의 개편사항을 구체화하였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첫째, 이론적 논의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주요 이론적 맥락을 정리하고자 함.
○ 둘째, ‘피부 관련’ 장애판정기준 및 장애범주 관련 사례를 고찰하고자 함.
○ 셋째, 질적 및 양적 연구를 실시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영역에서의 피부질
환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을 살펴봄.
○ 넷째, 마지막으로 주요 연구결과 및 장애인등록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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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개념 및 장애인등록제도 정책변화
1. 장애범주 관련 이론적 논의
○ ICF 장애개념
- ICF 장애개념은 장애의 문제가 특정 소수자 그룹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의 하나이며, 상황적 맥락을 통해
장애가 사회적 의미에서 개선 및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소수자 개념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의 동의어로 주로 사용되어 왔
으며(신경희·최지원, 2015),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
자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음.

2. 장애인등록제도 및 장애범주 정책변화
○ 장애인등록제도
- 1988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를 시행하면서 1989년에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등록제도를 명문화함.
- 장애인등록제도 초기에는 예상보다 낮은 장애인 등록률을 보였으나, 점차 장
애인복지시책 및 장애범주의 확대 그리고 저성장, 고실업과 구조조정 등 경
제적 여건 악화로 복지혜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등록률도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1989년 말 약 17만 명에서 2011년에는
약 268만 명으로 16배 정도 증가하였음.
○ 장애범주 변천사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
언어기능장애자, 정신박약자 5가지 장애유형에서 2000년에 들어와 ｢장애인
복지법｣에 뇌병변, 정신, 신장 및 심장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의 5개 장애유형
이 추가되면서 장애범주 1단계 확대가 이루어짐.
○ 2021년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판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정기준 개
정으로 장애유형별 질환이 10개 추가·확대되었고, 이는 장시간이 소용되는 법
정유형 변화에 앞서 시급성을 요하는 장애 및 질환을 중심으로 보다 탄력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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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결과물이라 볼 수 있음.
- 시각장애(복시), 정신장애(① 강박장애, ②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
질성 정신장애, ③ 투렛장애 및 ④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장애(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인하여 근위축 또는 관절구
축이 있는 사람), 간 장애(① 간신증후군 ② 정맥류출혈), 안면장애(백반증
추가,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 완화(45→30%)), 장루·요루장애(①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②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③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등이 추가 및 확대됨.

Ⅲ. 장애개념 및 장애인등록제도 정책변화
1.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 관련 선행연구
○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 개념
- 본 연구에서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 개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
이의 경계에 놓인 자로서「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일상
생활 및 사회참여의 제약이 있는 자를 의미함.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정책영
역에서 배제된 자
-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를 조작화하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 정의),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거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한 ‘등록장애인’이 아니면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자로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현저한 제약이 있
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 현황
-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내 협의 소수자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장애유형 중에
서 1% 내외 비율을 차지하는 소수장애유형에는 안면 0.1%, 심장 0.2%, 뇌
전증 0.3%, 호흡기 0.4%, 간 0.5%, 장루·요루 0.6% 등이 있음.
- 정신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9%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신장애의 특성 상
약물이라는 의료적 접근이 유지되고 있으며, 관할 부처도 보건복지부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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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과로 이원화 체계로 이루어져 장애인복지정책 내에서도 암묵적인 차
별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피부질환 장애 개념 및 조작적 정의
○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피부질환 장애 관련 선행연구 고찰
- 광의의 소수자 중 피부질환은 증상이나 병변 자체가 생명에 지장이 없고 전
신적인 질환에 비해 환자에게 큰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어, 상대적으로 중증 피부질환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나(이희정 외, 2007) 일
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 수준이 높은 편인 것으로 드러남.
⋅ 중증 피부질환 중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
정특례에서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관련 활동지원, 복지서
비스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피부 영역은 등급을 판정하는 경우에 유형, 범위, 발
생장소, 전반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동반증상(가려움증, 진물, 작열감,
불쾌감 및 거부감을 주는 냄새), 재발성, 만성여부, 반복적 병원치료 가능성
을 고려하고 있음(국민연금공단, 2016).
- 장애인복지법 내 안면장애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안면부에 피부질환이 없거나 안면장애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든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음.
- 중증피부질환의 경우,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비와 관련한 지원을 제공받
지 못하는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피부질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에 놓여 있으면서, 중증피부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을 가진 자를 의미함.
○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피부질환 장애를 조작화하면 다음과 같음.
- 산정특례제도에 포함된 경우의 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 장기간 치료를 요할
수 있으며, 손상정도가 중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 포함되는 질환을 중증의 피부질환으로 보고자 함.
- 본 연구의 중증피부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의거, ① 중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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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화상환자, ②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
피부질환-보통천포창, 낙엽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흉터유사천포창,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③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중 피부질환- 중증 보통건선,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포함되는 질환을
의미함.

3.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피부질환 장애 현황
○ 화상은 열, 화학물질, 전기에 의해 발생하며, 어떤 경우에든 피부가 손상되는데,
화상의 정도는 조직 내의 손상 깊이, 손상 범위에 따라 결정됨.
○ 천포창은 피부와 점막에 수포를 형성하는 만성적인 물집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
자가 혈액 내에 각질형성 세포 항원에 대한 자가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가
항체가 천포창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표피 내 수포가 형성되는 위치,
임상소견 및 자가항원에 따라 종류가 나뉨.
○ 수포성 질환 중 하나인 수포성 표피박리증은 표피와 표피-진피 경계부 및 상부
유두진피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변이에 의하여, 가벼운 외상에
도 쉽게 물집이 발생되어 피부와 점막에 통증이 생기는 희귀한 유전성 질환임.
○ 건선은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 있고, 경계가 뚜렷하며 크기가 다양한 붉은색의
구진이나 판을 이루는 발진이 전신의 피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병으로, 조직학적으로 표피의 증식과 진피의 염증이 특징임.
○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의 염
증성 피부질환으로 소양증(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하며,
유병률이 인구의 20%라는 보고도 있음.

Ⅳ. 국내외 ‘피부관련’ 장애판정기준 및 장애범주 현황
○ 미국 - 장애인등록이 필요 없이, 각 서비스 기준에 따르면 되는데 각 서비스들
의 목적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으며, 대표적 예가 바로 고용서비스와 소
득보장체계라고 할 수 있음.
○ 호주 - 장애인복지서비스는 크게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 및 복지서비스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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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할 수 있음 - 반드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각 서비스에서 대상자
를 선정하는 체계로 보다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권리가 강화된 체계임.
○ 독일 - 피부질환의 판정은 사회적, 환경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음.
○ 프랑스 - 등록장애제도의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로 인정받을 수 없
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한 수당에서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수당 및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Ⅴ. 질적 연구
1. 조사개요
○ 당사자집단은 질적 사례 연구를 활용하여 선택된 사례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전문가집단은 일반적 질적 연구(generic qualitative research)
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당사자 집단과 전문가 집단 모두 포커스 그룹 인
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후 FGI) 방식으로 실시.
- 피부의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우리나라 장애개념 내 포함정도, 피부질
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에 대한 소견 등을 듣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를 의료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복지서비스의 필
요성 등에 대한 제안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 등은 질환별 단체들의 협회장들
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질환별 단체장으로 현장전
문가를 구분하여 선정함.
- 본 연구의 현장전문가는 피부과 교수 2인, 현장 전문가 및 각 질환별 환자단
체장 3인이 참여함.

2. 조사결과
○ 당사자 집단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피부질환을 가진 당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한을 경험함.
- 둘째, 피부질환 당사자들은 직장 생활과 사회참여 영역에서 많은 제약을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사회적·공적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에 참여한 피부질환 당사자들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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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특례제도 안에서 치료비 지원만을 받고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지원은 전혀
볼 수 없었음.
○ 전문가 집단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증피부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한 지원정책은 산정특례로 대표되는 의료
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체감하는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둘째, 중증피부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새롭게 지원되어야 할
정책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된 정책은 인식제고
와 차별해소 정책, 경제적 지원, 고용 진입 및 유지를 위한 지원, 주거(임대)
지원, 이동수단 이용 등 임.
- 셋째, 장애인등록 범주 및 기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을 확인하였음.

Ⅵ. 양적 조사
1. 조사개요
○ 본 조사의 목적은 중증피부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을 조사하
여, 장애인등록체계 개편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내용은 건강상(피부질환 등)의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어려움
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의 정도, 복지 욕구, 제도 개편방
안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은 18세 이상 중증화상환자, 희귀질환자 및 난치성질환자 중 피부질환
대상자, 기타 중증피부질환 등 하나의 유형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의 어려움
이 있는 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은 제외하였으며, 단, 피
부질환으로 인한 그 외 법정 장애는 포함함.
○ 조사는 2021년 8월 4주부터 10월 2주까지 진행한 결과 총 105명이 응답하였
고 불성실한 응답 및 기타에 응답한 경증 아토피성피부염, 피부질환이 아닌 대
상자를 포함한 총 5명을 제외하고 조작적 정의에 부합하는 100부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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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결과
○ 첫째, 장애인등록을 시도한 경험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11.5%만이 장애인등록
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으며, 시도한 주요 이유로는 의료적 지원, 치료, 소득 지
원 등인 반면, 다수의 응답자는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2%, 장애인등
록 대상 기준에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4.6%로 높게 나타남.
○ 둘째, 지난 1년간 가구 소득에서 가장 지출이 많았던 영역과 관련하여, 전체 응
답자의 1순위, 2순위 모두 의료비가 각각 50.0%,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났으며, 1순위에서는 두 번째로 보육 및 교육비가 20.0%로 높았으며, 2순
위에서는 두 번째로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가 17.0%로 높게 나타남.
○ 셋째, 일상생활 제약에 영향을 주는 주요 증상에 관하여, 1순위는 전체 응답자
의 34.0%가 가려움증 및 진물이라고 응답하였다. 2순위는 수면장애와 가려움증
및 진물이라는 응답이 각각 17.0%로 높게 나타남.
○ 넷째, 일과 교육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는데 건강을 제외하고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문제로는 ‘고용주 및 직원들의 질환 특성에 대한 편견 및 이해 부족’이
22.0%, ‘고객이나 협력업체 등의 질환특성에 대한 편견 및 이해 부족’이 20.0%
로 높게 나타나 직장과 사회에서 피부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함
을 확인할 수 있었음.

Ⅶ. 결 론
○ 조사 결과, 피부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의 수준은 큰 것으로 나타남.
○ 양적 조사 결과에서도 피부질환으로 경험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을 중심
으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의료적 지원 이외
에도 경제적 삶에 대한 지원과 직업 등에 대한 부분으로 제시됨.
- 첫째, 삶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조사한 결과, 장
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연금과 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났으며, 질환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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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교육 및 무상보육료’,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한 욕구 비중
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록 관련 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고도,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서비스별 평가체계’가 구축된다면, 서비스를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0%가 서비스를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다음과 같이 개편안을 제안함.
- 개편1안: 장애인등록제도 폐지 + 서비스 별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개편2안: 장애인등록제도 유지 + 장애판정제도(15개 장애유형 등) 전면 개편
+ 서비스 별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 개편3안: 장애인등록제도 유지 + 현행 장애판정제도 유지 + 서비스 목적별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에 따른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장기적으로 장애인등록폐지를 지향하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둘째, 단기적으로 현재 제도화 되어 있는 제도들의 개편이 필요
함. 장애 심사 시, 충분한 자료를 통해 당사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의 수준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2021년 4월에 신설된 예외적 인정 기준의 구체화 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현
장애유형 외의 대상자를 포함해야 할 것이며, 현행 15개 장애유형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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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 Study on the Welfare Needs among
Minorities out of the Applicable Scope of
the「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ction III: Focusing on
Restructuring the Registration System for
Severe Skin Ailment and Disabled Persons
Summary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the mid/long-term project for 3 years in
order to examine how the following elements limit the patients’ daily life and social
participation: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on senses and pain areas, Tourette
syndrome and narcolepsy among mental disorders in 2019; mental disorders
excluded from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20; and skin
and related structure functional areas in 2021.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were conducted, and the following are findings of the qualitative research:
2 dermatology professors, field experts, and 3 patient group heads of each
disease participated in the qualitative research. That is, in the case of the patient
group, it consisted of 3 severe burn injury patients, 3 epidermolysis bullosa
patients, 2 psoriasis patients, and 2 severe atopic dermatitis patients. All skin
disease groups that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s experienced major symptoms of
skin ailment(itching, oozing, pain, and sweat gland function disorder), and it was
revealed that major symptoms of skin ailment, such as itching and pain, were
expanded to the entire body. Physical deformation, loss of senses, etc. led to
mental difficulties such as panic, depression, etc. Particularly, they experienced
challenges in their work life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negative perceptions of
others and difficulty in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were highlighted. Finally, skin
ailment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related to social and public support
were receiving only financial support for medical fees in the copayment
decreasing policy while no other support was provided. That is, the support in the
social service area was highly insignificant, and among those who were receiving
support for their activities, one required service was assistance for dressing, which
was not provided properly by the helper. Thus, it was emphasized tha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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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services would be necessary. The findings of the qualitative research
showed that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opportunities to receive welfare
services even if the individuals did not register their disabilitie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3 ways to improve the existing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in a
long term: first, the abolition of the existing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is
proposed; second, it is suggested to reorganize the current disability level
examin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existing system.;
and finally, concrete strategy in terms of the exceptional acceptance criteria.

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The following ar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in
a long run, a new system needs to be designed, in which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is sought. Second, institutionalized systems currently
in use need to be reorganized in a short run. When disabilities are examined, the
level of limitation to individuals’ daily life and social participation needs to be
considered based on sufficient data. Specific strategies need to be presented for
the exceptional acceptance criteria newly established in April 2021. The current
list of disability types also needs to be expanded to cover other areas than the
existing 15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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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연구
한기명, 이민아, 주란

요약
건강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질환이 있는 개인과 집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건강관리서비스 영역도 다변화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19년 ‘비의료 건강관리서
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통해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
고,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
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의료적 판단 제외)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의 작성과 관련한 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로 정의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정의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공공부문의 건강증진사업이나 오랜 기간 비의료기관(민간)을 통해 제
공하고 있는 비영리적인 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긍정적인
효과나 발생 가능한 위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장애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호
흡, 배뇨, 배변관리를 위해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건강관리가 상시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대상자의 욕구나 서비스 제공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임.
본 연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서비스가 필수적인 건강관리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된 상황에서 비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통해 서비스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음. 공공부문인 보건소는 전담팀이 없는 상황에서 선별진료소 겸직과 전문인
력의 불안정한 고용으로 서비스 제공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타나며, 민간부문의 서비스 제공
기관(병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회 등)도 수도권, 대도시 지역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열
악하게 운영되고 있음. 결국 열악한 서비스 제공환경은 수많은 대기자가 발생하였고, 영상이
나 물품지원으로만 한정되는 일방적인 서비스로 이어졌음. 본 연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장
애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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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따라 국
내에서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면대면 서비스를 제
공하던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등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기도 하였음.
○ 2020년 6월부터는 전화를 통한 대상자 안부 묻기, 책자 배포, 온라인 화상회의
앱 접속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재개하였으며, 2020년 11월부터는 보다 구체
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10인 이하의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음.
○ 정부는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
표하였으나, 방역조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으로 현장에서의 혼
동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건강에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꾸준한 재활운동, 교육, 정서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속적인 휴관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정서적 퇴행이 나타나고 있음
(김용득, 2020; 최미영, 2020).
○ 장애인의 건강 악화는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 저하 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약 3
배나 많은 막대한 의료비용 지출(국립재활원, 2020)이라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를 야기하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 시행 4년을 맞이한 ‘장애인건강권법’에 대한 실효성은 미미한 실정으로, 비장애
인에 비해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남(최경화 외,
2021).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지)소
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허약노인,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며, 기존 내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사례관리 대상자 수도 매우 적은 상황임(신형익 외, 2020).
○ ‘장애인건강권법’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을 위
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적인 행위와
비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각 기관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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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2019)에서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
는 ‘건강유지와 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과 악화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
된(의료적 판단 제외)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로
정의하였음.
○ 현재 비대면 방식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선행연구를 통해 충분히 알려지
지 않았고 일부 보건소의 제공 상황만이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 보도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노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수행 중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비대면 방식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단
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단계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서
비스 제공을 위한 대응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결과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식 변화가 촉구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강화되어야 할 신규 서비스로 건강관리를 소개
하며, 물리적 환경으로 건강관리의 제약이 있었던 대상자들을 비대면 방식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 연구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 및 서비스 제공범위, 법적 근거, 국내 서비스
제공현황 등을 파악함.
- 해외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제공범위, 제공주체를 확인하며, 특히
비대면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례, 지원제도 등을 파악함.
○ 텍스트분석
- 신문기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상황(서비스 내
용, 제공횟수, 제공방식 등)을 파악함.
○ 심층인터뷰
- 양적 조사를 실시할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보건소 담당자, 장애인체육회 등
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대
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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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설문조사
- 문헌분석 및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한 설문 조사지를 개발하여 전국 약 200
개의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현황, 제공 시 어
려운 점, 추가적인 지원 욕구 등 실태를 파악하였음.
○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질적 사례분석 결과 및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혼합연구방법을 통
해 분석된 연구결과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을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으로 도출하였음.

Ⅱ. 주요 연구결과
1.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현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영상 제작(일방향 소통) 및 장애인, 가족, 종사자를
대상(양방향 소통)으로 한 교육 중심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
음.
- 보건소는 건강꾸러미와 같은 물품 제공 서비스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방역
수치에 따라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내소하였을 때 제공하는 운동 프로그램
을 진행(심하지 않은 장애)하거나 방문재활(심한 장애)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관도 보건소와 유사하게 건강꾸러미, 만들기 및 그리기 도구, 영양
제 등을 지원하였으며(일방향 소통), 해당 물품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나 안
부 확인, SNS나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활용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음(양방향
소통).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에는 복지관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
그램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거나 당사자의 집 근처(생활터)나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
관 등에 운동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보조 인력의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곳에 파견되는 형태로만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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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현황
○ 해외에서 의료서비스와 완전히 구분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별도의 독립적
인 영역에서 제공되고 있지는 않음.
- 대부분의 장애인 대상 공공복지급여는 현금급여인 경우가 많으며, 보건의료
제도인 보건서비스청(HSE)에서 사회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사례
를 제외하면 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임.
○ 아일랜드의 경우 작업치료나 물리치료와 같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제도적 특성 때문에 의료진의 리퍼가 필요함.
- 노인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
터넷 접근을 하지 못하거나 전자기기가 없어서, 또는 이들을 도와줄 사람(가
족 구성원 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Cheng & Peri, 2021).
○ 미재향군인 대상 가상 서비스 프로그램 역시 고령이거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
거나 거주지가 없는 경우 미이용 경향이 큰 것으로 보고됨(Fergurson et al.,
2021).
- 디지털 디바이드, 즉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이는 곧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격차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서비스 이용비용 역시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는데, 재활서비스가 보편의료제
도 내 급여로 제공되는 영국, 독일 등의 국가 외에는 재활치료사와 의료전문
가를 별도로 고용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3.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장애인복지관 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설문의 응답자는 사회복지사의 응답
비율(73.8%)이 높았으며, 유사하게 지역사회 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하는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에 대한 인지 수준은 3.47점, 지역장
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인지 수준은 3.3점으로 보통 수준임.
- 다만,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확대되고 있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경우에는 보건소 CBR 사업에 비해서는 인지 수준이나 홍보가 적다고 응답함.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수행기관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CBR팀의
보통 수준의 인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사업 필요성과 장애인의 건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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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정도는 높게 응답함.
- 그러나 해당 기관이 장애인 및 가족 등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52.1%), 준비나 홍보기간 부족(47.2%), 민간기관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점
(46.5%)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즉, 비의료기관으로 장애인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유사하게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두 기관의 역할 혼재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
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4. 심층인터뷰 결과
○ 각 기관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장애인복지관의 경
우에는 2020년 상반기에는 운영 중단으로 전화나 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 등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한 반면, 보건소 CBR 사업 인력의 경우
에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인력 구성이나 소속 팀이 지자체마다 달라 정규인력이 없
는 경우가 많고, 담당 인력이 수시로 변경되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라고 밝힘.
○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인력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선별진료소 업무를 병행하
고 있고, 보건소 내소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업무가 거의 중단되었음. 이러한 상
황에도 추가 인력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별 사업 운영 상황은 매우 다르
며, 전화나 가정 내 물품 전달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 보건소 CBR 사업 인력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담당 인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
에 내소 가능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복지관과 유
사하게 운동기구만을 이용하도록 공간을 대여하는 형식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해당 공간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허약 노인의 이용 비율이 더
높아 장애인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노인의 출
입을 제한할 경우에 민원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
안하였음.
○ 장애인체육회의 경우에도 담당 인력이 계약직이 대부분으로 지자체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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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르고,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지원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타남.
코로나19 이후 해당 지역의 장애인 협회나 거주시설, 특수학교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동 물품을 지원하는 정도로 사업을 운영
하는 경우도 있었던 반면,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협회나 장애인복지관, 특수학
교 등에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및 아웃리치활동을 실시하여 비대면 또는 소규모
로 운동지도를 활발히 하는 경우도 있었음.
○ 정리하면, 장애인복지관의 인력은 정규인력이 대부분으로 장애인의 비의료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라도 실시하겠다는 의지
를 보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도 지역사회 내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운동 및 체육활동 지원’이라는 중요
한 자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음.
○ 그러나 장애인체육회와 보건소의 인력은 장애인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을 위한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가 미비하며, 담당
인력의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공통적으
로 전화를 통한 안부 확인, 물품 지원,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
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그러나 각 기관의 자체 예산을 통해 해결하였기 때문에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
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에는 제한이 있었음. 특히 고령층, 최중증 장애인과 같이
매체 활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당사자나 가족과의 전화,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물품 전달(일방향 소통)로 서비스가 거의 단절된 상황이었음.
○ 또한, 유튜브(YouTube)나 온라인 줌(ZOOM)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하기가 어려워 별도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스마트 기기 보급 지원, 디지털 격차를 좁힐 수 있
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유형이나 특수적인 상황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비대면 콘텐츠 개
발을 위한 자재 보급 및 구입비용 지원, 담당자의 매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제안하였음.

18.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연구

227

Ⅲ. 결론 및 논의
○ 장애인 당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대면 방식의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더욱 큰 소외를 겪게 하였음.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
획을 발표하였으나, 의료체계 붕괴 위험 감지 시에는 중단되기 때문에 비대
면 방식의 서비스 제공 병행을 대비한 전략도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영국은 사회서비스 제공 시 디지털 포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NHS 디
지털)에서 관리하고, ‘좋은 일 재단(Good Things Foundation)’의 위탁을 통
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이동석, 2021).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ICT
장비를 활용한 원격돌봄(telehealth)을 실시하기도 하였음.
○ 장애인구 또한 급격한 속도로 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 소외는 더욱 가
속화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디지털 기기 보유 및 활용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에 근거한 지원 정책이 시급함.
-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전국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상시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소외되는 장애유형이 없도록 장애유
형별 협회를 통해 해당 교육 영상을 배포하여 교육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
는 등 실질적인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가 필요함.
○ 중증도 및 장애유형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방식의 다각화
- 이에 중증도 및 신체활동 가능 수준에 따라 의료적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심한 장애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인력이 포함된 보건소 CBR팀이 담당하도록 함.
- 또한, 의료적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
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회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
운동 등 예방적인 차원의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함.
- 중증도 및 신체활동 가능 수준에 따른 구분을 통해 각 기관의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당사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각 기관의 서비
스 연계를 통해 당사자가 서비스 내용의 강도에 따라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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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노력도 필요함.
- 그 외 기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비
만, 영양 부족 등 영양관리에 대한 신규서비스(예: 영양플러스사업) 도입, 지
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지원
- 이에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안정적
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함.
- 또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인 재활운동 및 생활체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서비스 제공 경험이 많은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에 대한 경력 인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
산이 확보되어야 함.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비대면 방식의 비의료 건강관
리서비스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내용, 운영 상황, 한계점 등을 도
출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제한 또는 중단된 서비스로 어려움을 겪
거나 장기간 대기가 필요했던 점, 대면 서비스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였을 때 어려웠던
점 등은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인 공급자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음. 이에 향
후 후속 연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 및 비대면 서비스
수혜 시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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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of
Non-medical Health Care Service
Operation for Disabled Persons in the
Local Community
Summary
As the concept of health changes over time, individuals and groups suffering
sickness increase, and relevant areas of health care services also become
diversifi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leased the ‘Guideline and
Casebook for Non-Medical Health Care Services (1st edition)’ in 2019, which
defines ‘non-medical health care services’ as services provided by non-medical
centers in relation to consultat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based on the
service providers’ judgment (except medical judgment) for improvement of
harmful life habits and promotion of upright health management in order to
maintain health, prevent diseases and deterioration.’ This definition, however, does
not specifically state the existing health promotion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or
the acts of non-medical (private) organizations providing nonprofit services for a
long period of time. Thus, it is difficult to predict positive effects or possible
harms in this regard. Disabled persons constantly need medical treatment and
health care for respiration, urination, defecation, etc. after discharge from the
hospital. Nonetheless, detailed information on their needs and provided services is
not available.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 of service provision through interviews
with managers at non-medical service organizations providing health c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as essential face-to-face health care services have been
suspended or reduced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In the case of
public health center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rvice
provision due to those holding a concurrent position at the screening center and
unstable employment of professionals. Service providers in the private sector as
well (hospital,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sports associations for the
disabled, etc.) are operated poorly with their activity limited to the metropolitan
area and big cities. Such a poor environment of service provision resulted in a
large number of people waiting for services, and only one-sided, partial services
remain limited to videos and good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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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and support to improve the level of health care service provision for
disabled persons in the local community.

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 of non-face-to-face, non-medical
health care services provided to the disabled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in
Korea based on interviews with hands-on workers at various service providers.
Specifically, each service provider’s service items, operation conditions, limitations,
etc. are derived. As to certain challenges in the midst of the COVID-19 pandemic,
such as service limitation or suspension, long-term waiting, difficulties in transition
from face-to-face service to non-face-to-face service, etc., only indirect analysis
was possible through interviews with hands-on workers at the service providers.
For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condition of available
digital devices for the disabled and difficulties in receiving non-face-to-face
services on the part of patients, and to suggest necessary suppor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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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1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조윤화, 이예인, 최승훈, 주란

요약
본 연구는 정기적으로 장애인 가구, 전체인구, 비장애인 가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비
교·분석하고,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삶을 간접적으
로 측정하는 목적을 가짐. 특히 빈곤 및 소득불평등과 관련한 지표는 취약계층과 사회정책 대
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음. 본 연구의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8~2020년)의 원자료를 사용하였음. 장애인과 비장
애인 간 경제상황, 가구소득, 빈곤, 소득불평등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2020년 3월말 기준 장애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4,997만원, 부채는 5,616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9,381만원임. 둘째, 가구소득은 2020년 장애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3,732.3만원으로 전체 5,019만원의 74.5% 수준임. 특히 2020년 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2,091만원으로 가구소득의 49.3%이며, 공적이전소득은 19.6%로 전체 가구에 비해 근로소
득비중이 낮으며,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높음. 전체 소득 1~2분위(하위분위)에 장애인 가구의
59.8%가 속하는 반면, 비장애인 가구는 37.8%임. 2020년 전체가구 1분위 내 장애인 가구
는 식료품비가 351만원, 주거비 187만원, 의료비 168만원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 가
구일수록 생계 및 의료비 지출비중이 높음. 셋째, 2020년 장애인 가구의 자산은 34,997만원
으로 전체가구 44,543만원의 78.6% 수준임. 2020년 소득 1분위의 장애인 가구 자산 보유
액은 10,143만원으로 전체가구 1분위 13,629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임. 넷째, 2020년 장애
인 빈곤율(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은 42.2%로 전체 16.3%의 약 2.6배 높음. 다섯째, 2020
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율 격차(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는 27%p, 빈곤갭 비율은 9%p
차이를 보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음. 2020년 장애인 빈곤율(균등
화가처분소득 기준)은 전년대비 1.6% 증가, 장애인 빈곤갭 비율은 7.9% 감소하였음. 여섯째,
2020년 장애인 지니계수는(균등화가처분소득기준) 0.388로 전체 0.339에 비해 높음. 장애
인 및 비장애인의 소득5분위배율(균등화가처분소득기준) 격차는 1.33배p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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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생산 배경 및 목적
○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기능적 제약’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 및 편견 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적 변화에 취약하여 가장 쉽
게 빈곤에 노출되는 집단임.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소득 확대와 사회서비스 등의 제도적 확충으로
장애인의 삶이 과거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와
장애인인구 집단의 집단 간 소득격차는 좁혀지기보다 그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임.
○ 특히 중증장애인 중심의 소득보장제도와 경증중심의 일반노동시장 등은 장애정
도별로도 소득격차를 보임.
○ 한편 장애인 가구의 경제상태 분석만으로는 빈곤 심도와 불평등의 수준을 유추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빈곤 및 불평등의 규모는 해당 국가의 사회적 위험이 어느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나타내며, 빈곤 및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의 통
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정기적으로 장애인 가구, 전체인구, 비장애인 가구를 기준으로 경
제상태를 비교·분석하고,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장애인 가구
및 장애인의 경제적 삶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가구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사회정책의 방향과 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성과를 평가하
는데, 동 지표가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2.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생산 방법
○ 빈곤 및 불평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와 국내외 연구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을 활용함.
○ 본 연구의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8~2020년)의 원자료를 사용함.
○ 분석대상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모집단인 전국 가구, 장애인 가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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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와 개인단위임.
○ 분석 대상 소득은 시장소득,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임.
○ 시장소득은 시장(노동시장, 금융시장, 서비스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
계를 의미함.
○ 가구소득(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현금급여 등의 합계를 의미함.
○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을 의미함.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순자산·부채·자산 및 소득·지출자료의 기준은 다음
과 같음.
- 2020년: 순자산·부채·자산 2020년 3월말 기준, 소득 및 지출은 2019.1.1.~20
19.12.31.
- 2019년: 순자산·부채·자산 2019년 3월말 기준, 소득 2018.1.1.~2018.12.31.
- 2018년: 순자산·부채·자산 2018년 3월말 기준, 소득 2017.1.1.~2017.12.31.
○ 상대적 빈곤선(OECD 기준)
- 중위소득의 50%
○ 빈곤선의 포함 여부
- 빈곤선은 이하가 아닌 미만의 개념을 적용.
- 이하와 미만의 차이는 빈곤갭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빈곤선과 동일한 소득이나 지출을 가지는 경우 빈곤갭은 ‘0’이 됨.
- 이 연구에서는 빈곤갭이 ‘0’일 경우에는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고자
함. 따라서 빈곤율은 빈곤선 미만을 기준으로 산출함(이현주, 하은솔, 홍성운,
2020).
○ 빈곤지수
- 빈곤율, 빈곤갭 비율을 활용함.
- 빈곤율은 빈곤선 미만 소득 계층 개인의 비율임.
- 빈곤율은 빈곤선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장애인 빈곤율은 장애인구 중 빈곤선 미만의 장애인구 비율임.
- 비장애인 빈곤율은 비장애인구 중 빈곤선 미만의 비장애인구 비율임.
- 빈곤갭 비율은 소득갭비율에 빈곤율을 곱해서 산출함.
-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서 제공하는 DASP 3.0(Distributive Analysis
Stata Package)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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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배 및 불평등 지표
- 지니계수, 5분위, 10분위 점유율 및 분위 배율을 활용함.
- 불평등지수로는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지니계수는 세계은행(World Bank) 등
에서 제공하는 DASP 3.0(Distributive Analysis Stata Package)을 활용함.

Ⅱ. 장애인 가구 경제 상황
1. 총괄
○ 2020년 3월말 기준 장애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4,997만원, 부채는 5,616만
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9,381만원, 2019년 장애인 가구 당 평균
소득은 4,246만원임.
- 장애인 가구 순자산, 자산,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표 19-1> 가구의 경제 상황
(단위: 만원)

구분
1)

2020

1)

2019

1)

2018

순자산

자산

부채

소득

전체가구

36,287

44,543

8,256

5,924

장애인 가구

29,381

34,997

5,616

4,246

비장애인 가구

37,071

45,627

8,556

6,115

전체가구

35,281

43,191

7,910

5,828

장애인 가구

27,830

32,671

4,841

4,153

비장애인 가구

36,153

44,423

8,270

6,024

전체가구

34,368

42,036

7,668

5,705

장애인 가구

28,377

33,535

5,157

4,150

비장애인 가구

35,064

43,024

7,960

5,886

주 1) 조사실시년도이며,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소득·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2) 소득은 경상소득임

2. 가구소득
○ 2020년 장애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3,732.3만원으로 전체 5,019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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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수준임.
<표 19-2> 경상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평균(연도별)
(단위: 만원)

경상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3)

전체

5,924

5,270

5,019

장애인 가구

4,246

3,280

3,732

비장애인 가구

6,115

5,496

5,165

전체

5,828

5,231

4,929

장애인 가구

4,153

3,294

3,650

비장애인 가구

6,024

5,458

5,078

전체

5,705

5,165

4,857

장애인 가구

4,150

3,371

3,666

비장애인 가구

5,886

5,374

4,996

구분
2020

2019

2018
주: 1)
2)
3)
4)

2)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소득·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음수는 0으로 치환하여 계산함

○ 2020년 소득 1분위에 장애인 가구는 35.2%로 가장 많이 포함되며, 2분위
24.6%, 3분위 15.8%, 4분위 13.3%, 5분위 11.1%가 속함.
- 전체 소득 1~2분위(하위분위)에 장애인 가구의 59.8%가 속하는 반면, 비장
애인 가구는 37.8%임.
<표 19-3> 가구유형 및 소득분위별 비율(연도별)
(단위: %)

구분
2020
2019
2018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장애인 가구

35.2

24.6

15.8

13.3

11.1

비장애인 가구

18.3

19.5

20.5

20.8

21.0

장애인 가구

35.2

24.2

15.5

14.2

10.9

비장애인 가구

18.2

19.5

20.5

20.7

21.1

장애인 가구

38.4

23.2

16.0

14.3

11.7

비장애인 가구

18.3

19.6

20.5

20.7

21.0

주: 1) 조사실시년도이며,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소득·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2) 가구소득은 경상소득임
3) 전체 소득분위별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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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지출
○ 2020년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2,077만원으로 전체가구 2,732만원에 비해
다소 낮음.
- 장애인 가구 소비비목별로는 식료품비 31.7%, 기타지출 22.1% 순임.
<표 19-4> 소비비목별 가구지출 및 구성비(연도별)
(단위: 만원, %)

평균

구분

2020

2019

2018

2020

2019

2018

2,732

2,692

2,598

-

-

-

식료품비

820

793

756

30.0

29.5

29.1

주거비

322

315

318

11.8

11.7

12.2

교육비

314

318

317

11.5

11.8

12.2

의료비

184

177

167

6.7

6.6

6.4

교통비

257

263

265

9.4

9.8

10.2

통신비

165

166

170

6.1

6.2

6.5

기타지출

671

660

606

24.5

24.5

23.3

중앙값

2,360

2,350

2,256

-

-

-

소비지출

소비지출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구성비

2,077

2,022

1,965

-

-

-

식료품비

659

625

604

31.7

30.9

30.7

주거비

269

264

266

12.9

13.1

13.5

교육비

140

143

160

6.8

7.1

8.2

의료비

241

225

220

11.6

11.1

11.2

교통비

188

196

187

9.0

9.7

9.5

통신비

122

122

132

5.9

6.0

6.7

기타지출

459

447

369

22.1

22.1

20.2

중앙값

1,630

1,555

1,562

-

-

-

소비지출

2,807

2,771

2,764

-

-

-

식료품비

838

813

774

29.9

29.3

28.9

주거비

328

321

324

11.7

11.6

12.1

교육비

333

338

336

11.9

12.2

12.6

의료비

177

171

161

6.3

6.2

6.0

교통비

265

271

274

9.4

9.8

10.2

통신비

170

172

175

6.1

6.2

6.5

기타지출
중앙값

695

685

631

24.7

24.7

23.6

2,434

2435

2,328

-

-

-

주: 1)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소득·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2) 2018년 자료는 2018년 12월 20일 공표된 소비지출에 보완된 자료로, 2018년에 공표된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값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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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
○ 2020년 장애인 가구의 자산은 34,997만원으로 전체가구 44,543만원의 78.6%
수준임.
-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9,381만원으로 전체 36,287만원의 81%임.

<표 19-5> 가구 순자산 및 자산(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순자산

자산

전체

36,287

44,543

장애인 가구

29,381

34,997

비장애인 가구

37,071

45,627

전체

35,281

43,191

장애인 가구

27,830

32,671

비장애인 가구

36,153

44,423

전체

34,368

42,036

장애인 가구

28,377

33,535

비장애인 가구

35,064

43,024

1)

2020

1)

2019

1)

2018

주: 1) 조사실시년도이며,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소득·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5. 부채
○ 2020년 장애인 가구 평균부채는 5,616만원으로 전체 6,050만원에 비해 낮음.
- 장애인 가구 부채는 금융부채 3,915만원 임대보증금 1,701만원으로 구성됨.
<표 19-6> 부채 유형별 가구당 평균 보유액 및 구성비(연도별)
(단위: 만원, %)

평균

구분

2020

2019

2018

2020

2019

2018

8,256

7,910

7,668

100.0

100.0

100.0

6,050

5,755

5,539

73.3

72.8

72.2

담보대출

4,743

4,583

4,407

57.5

57.9

57.5

신용대출

868

786

776

10.5

9.9

10.1

신용카드 관련 대출

71

58

58

0.9

0.7

0.8

부채
전체
가구

소계
금융
부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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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구분

2020

2019

2018

2020

2019

2018

367

328

298

4.4

4.1

3.9

임대보증금

2,207

2,155

2,129

26.7

27.2

27.8

부채

5,616

4,841

5,157

100.0

100.0

100.0

소계

3,915

3,434

3,756

69.7

70.9

72.8

담보대출

3,050

2,595

3,018

54.3

53.6

58.5

신용대출

532

487

438

9.5

10.1

8.5

신용카드 관련 대출

82

60

78

1.5

1.2

1.5

기타

252

292

223

4.5

6.0

4.3

임대보증금

1,701

1,407

1,401

30.3

29.1

27.2

부채

8,556

8,270

7,960

100.0

100.0

100.0

6,292

6,027

5,746

73.5

72.9

72.2

담보대출

4,936

4,816

4,568

57.7

58.2

57.4

신용대출

906

821

816

10.6

9.9

10.2

신용카드 관련 대출

70

58

56

0.8

0.7

0.7

기타

380

332

307

4.4

4.0

3.9

2,264

2,243

2,214

26.5

27.1

27.8

기타

장애인
가구

금융
부채

소계
비장애인 금융
가구
부채

구성비

임대보증금

주: 1)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소득·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Ⅲ. 장애인 빈곤 지표
1.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 2020년 장애인 빈곤율(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은 42.2%로 전체 16.3%의 약
2.6배 높음.
- 2020년 장애인 빈곤갭 비율은 14.0%로 전체 5.4%의 2.6배 높음.
- 장애인빈곤율은 2018년 40.4%, 2019년 41.5%, 2020년 42,2%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장애인빈곤율 2018년 16.3%, 2019년 15.6%, 2020년 15.2%
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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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7>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단위: 만원, %)

균등화시장소득

구분

2020

2019

2018

균등화가처분소득

중위소득

빈곤율

빈곤갭 비율

중위소득

빈곤율

빈곤갭 비율

전체

2,970

21.4

10.9

2,875

16.3

5.4

장애인

1,175

56.0

36.4

1,715

42.2

14.0

비장애인

3,024

19.9

9.8

2,920

15.2

5.0

전체

2,875

21.0

10.4

2,756

16.7

5.7

장애인

1,245

54.6

35.1

1,674

41.5

15.2

비장애인

2,923

19.6

9.4

2,798

15.6

5.3

전체

2,763

20.8

10.4

2,648

17.3

6.2

장애인

1,284

51.8

33.4

1,664

40.4

15.1

비장애인

2,814

19.5

9.4

2,679

16.3

5.8

주: 1) 본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공공용MD로 작성함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음(재산소득에 이자비용
차감여부)
2)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3)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4)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를 적용하였으며, 빈곤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5) 소득은 균등화된 소득을 의미함
6)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소득·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Ⅳ. 장애인 소득불평등 지표
○ 2020년 장애인 지니계수는(균등화가처분소득기준) 0.388로 전체 0.339에 비해 높
음.
- 장애인 소득5분위배율(균등화가처분소득기준)은 7.11배로 전체 6.27에 비해 높음.
<표 19-8>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2020년)
(단위: 만원, 배)

2020년
구분

균등화시장소득

균등화가처분소득

전체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장애인

비장애인

지니계수

0.404

0.563

0.396

0.339

0.388

0.335

소득5분위배율

11.56

91.73

10.47

6.27

7.11

6.10

중위소득

2,970

1,175

3,024

2,875

1,715

2,920

평균소득

3,539

1,889

3,611

3,319

2,260

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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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분

5분위별
평균소득

균등화시장소득
전체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장애인

비장애인

1분위

681

58

759

1,070

717

1,107

2분위

1,946

504

2,025

2,049

1,158

2,101

3분위

2,974

1,212

3,036

2,877

1,726

2,922

4분위

4,227

2,325

4,289

3,897

2,605

3,941

5분위

7,872

5,351

7,946

6,705

5,097

6,755

32.45

12,296.37

27.32

10.77

11.01

10.50

1분위

306

1

367

767

586

792

2분위

1,056

116

1,152

1,373

847

1,424

3분위

1,680

363

1,763

1,841

1,048

1,895

4분위

2,212

646

2,287

2,258

1,266

2,307

5분위

2,721

991

2,785

2,669

1,543

2,716

6분위

3,226

1,433

3,286

3,086

1,910

3,127

7분위

3,835

1,980

3,898

3,579

2,321

3,624

8분위

4,619

2,678

4,681

4,215

2,890

4,258

9분위

5,819

3,645

5,883

5,154

3,745

5,199

10분위

9,933

7,061

10,014

8,255

6,450

8,312

소득10분위배율

10분위별
평균소득

균등화가처분소득

주: 1) 본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공공용MD로 작성함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음(재산소득에 이자비용
차감여부)
2)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3)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4) 소득은 균등화된 소득을 의미함
5)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소득·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정책제안 및 반영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되
며, 특히 장애인 소득5분위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제도 가
확대되어야 하며, 둘째, 근로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확대 및 고용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전체 소득 1~2분위(하위분위)에 장애인 가구의 59.8%가 속하고 있어, 장애인가구의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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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1 Indexes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among Disabled Persons
Summa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directly measure the economic life of disabled
households by comparatively and regularly analyzing the financial conditions
among disabled households, the total population, and non-disabled households
and by deriving the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dexes of each group. In
particular, indexes regarding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are of significance in
that they are a basis to determine the general percentage of vulnerable groups
and social service policy beneficiaries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relevant
policies. Findings of this study are based on the raw materials of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2018-2020) by the Statistics Korea.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conomic
conditions, household incomes,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level of disabled
persons and non-disabled persons: First, the average asset of disabled households
by the end of March 2020 was 349,970,000 won, and the average debt was
56,160,000 won. The net asset (asset - debt) was 293,810,000 won. Second, the
disposable income of disabled households in 2019 was 37,323,000 won, which
accounted for 74.5% of the total amount, 50,190,000 won. Particularly in 2020,
the earned income of disabled households was 20,910,000 won, which accounted
for 49.3% of the total household income. The public transfer income accounted
for 19.6%, which indicates that the percentage of earned incomes was low
compared to that of the total households while the percentage of public transfer
incomes was relatively high. The 1st to 2nd (lower) quintiles of the entire income
accounted for 59.8% of disabled households while the percentage of non-disabled
households was 37.8%. In the first quintile of the total households in the year of
2020, the food expenditures of disabled households amounted to 3.51 million
won, housing expenses 1.87 million won, and medical expenses 1.68 million won.
This indicates that among low-income level households of low income quintiles,
the percentage of living and medical expenses is high. Third, the amount of assets
among disabled households in 2020 was 349,970,000 won, which accounted for
78.6% of the amount of the total households, 445,430,000 won. In 2020, the
asset holdings of disabled households in the first income quintile was 101,430,000
won, which was lower than that of the first quintile of the total households,
136,290,000 won. Fourth, the poverty rate of disabled persons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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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ized disposable income) was 42.2%, which was about 2.6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total population, 16.3%. Fifth, the difference in poverty rates
(equivalized disposable income) between disabled persons and non-disabled
persons in 2020 was 27%p, and the difference in the poverty gap ratio was 9%p.
This difference between disabled persons and non-disabled persons continues to
increase. The poverty rate of disabled persons in 2020 (equivalized disposable
income) decreased by 1.6% to that of the previous year, and the income gap ratio
decreased by 7.9%. Sixth, the Gini coefficient of disabled persons in 2020
(equivalized disposable income) was 0.388,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the total
population, 0.330. The gap in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 (equivalized
disposable income) between disabled persons and non-disabled persons was
1.33p.

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In order to reduce the income inequality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rsons, the income security system needs to be more rationalized. Particularly, in
order to reduce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 of disabled persons, 1) the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low income level group needs to be enhanced and 2)
more job opportunities and employment services need to be created to increase
the earned income. As 59.8% of disabled households belong to the 1st to 2nd
income quintile groups(low income), social services need to be expanded to
reduce the income expenditure of disabled households as well as various
strategies to increase their income level.

244

2021 KODDI 연구요약집

20. 장애인 안전지표 개발 연구
조윤화, 최승훈, 한기명, 기지혜, 한인정, 김계정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장애 안전
계획의 실효성 및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장애인 안전지표를 개발하는 것임. 이를
위해 ICF 장애개념 및 WHO(1998) 안전개념을 기본으로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함께 제시된 센다이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에서 제시된 안전프레임워크의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기본지표를
구성했음. 이후 국내외 주요국의 장애인 선행지표 중 안전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탐색하고 질
적 연구의 일환으로 장애유형별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설득력 높은 안전지표를 구성했
음. 최종적으로 2차례 델파이 분석을 통해 장애인 안전지표 구성 및 세부지표 채택에 대한
타당도를 높임. 위 과정에 근거해 마련한 장애인 안전지표는 향후 장애인의 안전정책을 평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안전정책 결정과 집행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봄. 또한 장애
인 안전 지표개발은 안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장애인 관련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융·복합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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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 · 심리 · 사회적 취약정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안
전사고에 노출이 쉽고 최근 COVID-19를 비롯해 각종 안전사고 증가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의 필요성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은 장애특성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의 차이를
보이며, 장애 1인 가구 내 노인가구의 증가, 가구원의 장애특성에 따라 ‘낙상’,
‘거주지 내 안전문제’, ‘자살’ 등 위험 안전의 종류가 상이함.
○ 특히, 장애인의 안전은 신체 및 심리 등의 손상 외에도 ICF 장애개념에서 강조
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의료 및 안전, 복지제도 등의 ‘환경적 상황’은
장애인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 안
전 정책 및 관련 제도 유무는 장애인의 재난 및 안전 수준에 직접적 영향을 줌.
○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안전대책에 대한 체감이 낮으며,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 · 안전 통계 등은 찾아볼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등 장애인 종합지원계획에 대해 ‘장애인당사자가 배제된 안전대책’으
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따라서 장애인 안전 계획의 실효성 및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장애
인 안전관련 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체감하는 안전 대
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장애 안전계획의 실효성 및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장애인 안전관련
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안전 취약 집단인 장애인의 안정정책을 평가의 측정기반을 제공
○ 둘째, 장애인 안전정책 결정과 집행에 근거자료를 제공
○ 셋째, 장애인 안전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생산해 장애인 안전에 대한 융 · 복합적
정보 제공
○ 넷째,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및 안전지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46

2021 KODDI 연구요약집

2. 연구내용 및 방법
○ 첫째, ICF 장애개념에 근거한 안전지표 방향성 논의임.
○ ICF 장애개념에 따라 장애 특수성, 장애 안전 정책 및 제도 등의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 측면을 포괄하여 구성하였음.
○ 둘째, 장애유형별 특수성과 안전지표 개념 간의 논리적 연결성을 통해 안전프레
임워크를 도출하였음.
○ 셋째, 장애인 안전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주요국의 장애인 안전 관련 통계를
통해 장애인 안전지표를 구성하였음.
○ 넷째, 국내 주요 장애인 안전정책을 지표에 반영해 지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18~’22),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17~’21), 인천
전략(’13~’22)에서 제시
○ 다섯째, 질적 연구의 일환으로 장애유형별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설득력
높은 안전지표를 구성했으며, 2차례 델파이 분석으로 통해 장애인 안전지표 구
성 및 세부지표 채택에 대한 타당도를 높였음.

Ⅱ. 이론적 검토
1. 장애와 안전
○ 재난은 통상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건이라고 생각했으나 현재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재해경감위험에 대한 논의
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 이후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
한 대형 재난은 국제사회에서 포괄적 안전 관리에 대한 논의로 발전시켰음.
○ ICF 장애개념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
정신·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즉 ICF 장애개념은 손상
이외에 제도 및 사회적 태도 등 환경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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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안전 정책 및 연구동향
○ 안전과 관련 국가정책은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05-2009)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이 진행 중임.
○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근거해 추진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현재 제5차 계획이 진행 중에 있음.
-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18-’22) (이하 제5차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
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와 70개
세부과제가 각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삶의 격차 완
화’라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제5차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로 제시된 ‘재난 안전 통계 부족에 대한 계획’은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 시 선행되거나 추
후 정책평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의 안전수준을 측정하고 실증하는 구체적인
통계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2017년 9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 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강화(‘17~‘21)’는
장애인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관리를 위해 체계
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에서 안전관리 정
책을 추진 함.
○ 2012년 11월 인천에서 발표된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13~’22)’
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의 이행을 위해 국가단위, 지역단위에서 효과성을 담보할 구
조를 생산하고 있으며, 목표 7은 장애인의 안전 지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 제70차 유엔총회(’15.9.)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지속
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음.
- SDGs에서 안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총 17개의 목표 중 안전과
관련된 4개의 목표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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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장애인 안전지표 관련 동향
1. 국내 안전 지표
○ 한국인의 안전보고서(2020)에서는 안전지표 안전 구성개념 4가지를 통해 안전
지표를 구성했으며, 9개 영역의 세부주제를 제시함.
○ 고령자 안전지표 개발 연구(2020)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지표 개발의 연구의
정례성을 목적으로 선제적으로 노인의 재난사고외인, 피해, 취약요인, 안전관리
총 4분야로 구성해 지표를 개발함.

2. 국외 안전 지표
○ 국외 재난안전관련 안전지표 탐색을 위해 OECD, EU, 미국, 영국 등 관련 지표
를 탐색함.
<표 20-1> 국외 안전관련 지표
국가 구분
OECD

지표
OECD health 데이터의 정신장애 및 자살 관련 통계
OECD 국가 통계 데이터의 소득관련 지표(빈곤율 등)

미국

장애출현율, 사회통합의 장벽(barrier), 건강, 교육, 노동시장, 주거환경, 소득 및 빈곤, 사회참여
등 조사

호주

장애인 인권보호(차별), 사회 참여(교육, 고용과 소득, 보건), 범죄 안전(폭력) 등의 영역

영국

교육, 고용, 사회참여, 주거, 웰빙, 고독과 범죄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국의 장애인의 삶 영역

○ 탐색 결과 국외 안전재난 관련 지표는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독립된 장애인 안
전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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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 안전프레임워크 개발
1. 언론보도의 장애인 안전사고
○ 언론보도를 통한 장애인 안전사고 종합을 위해 ‘장애인 재난’ 및 ‘안전사고’를
키워드로 2021년 포함 최근 5년간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음.
○ 사고 유형은 교통사고, 산재, 자살, 편의시설, 추락, 화재, 학대 및 폭행, 차별,
사기 등이 주를 이뤘으며,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29건), 시각(8건), 정신, 지체,
청각(각 5건)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안전사고 특성 결과 발달장애인은 안전사고 노출 빈도가 전체사고
유형 29건 중 학대와 폭행 사고가 15건으로 가장 높았음.
○ 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로 대인관계에서의 피해경험을 보고했으며, 시각장애
인은 교통과 추락, 지체 장애인은 교통, 청각 장애인은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생활편의 시설에서의 차별 경험을 가장 높게 보고함.

2. 심층인터뷰를 통한 장애인 안전경험
○ 장애인의 실제 안전경험을 종합하기 위해 총 10인의 장애 유형별 대면 인터뷰
를 진행했음.
- 지체장애 2인, 발달장애 2인, 정신장애 1인, 내부장애 1인, 감각장애 3인, 뇌
전증 1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심층인터뷰 결과 시설안전, 사회관계망 안전, 재난안전 으로 구분되는 재난안전
사고 유형별 결과를 도출했음.
- 지역사회 내 시설이나 집 밖의 건물, 공간 등을 이용할 때에 장애유형과 중
증도 등에 따라 다양한 안전사고 취약성과 위험에 노출됨.
- 편견, 차별, 따돌림, 배제, 박탈 등 사회관계망 안전에 노출 됨.
- 개인이 가진 장애로 인해 재난 상황에 대한 인지가 취약하고 장애인의 특성
에 맞추어 재난 시 대피훈련이나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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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애인 안전지표 개발
1. 장애인 안전지표 1차(안) 및 2차(안) 개발
○ 장애인 안전프레임워크는 안전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장애인에게 영
향이 큰 재난이나 사고 중심으로 구성함.
○ 장애인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사망 또는 손상원인을 알기 위해서 유용한 통계자
료를 조회하며,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장애 특성별 사고 유형 탐색함.
○ 장애로 인한 재난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안전정책의 방향과 정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 개발 및 반영함.

2. 정책지표 연동 개요
○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18~’22)
-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정책기반 구축이 목표, 피난설비강화, 재난안전교육 매
뉴얼 개발 및 보급, 지표반영 가능: 피난설비 설치율,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율.
○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17~’21)
- 장애특성별 재난안전관리 강화(국가화재통계 장애유형 반영-단, 현재 일부장
애 반영),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편의시설 확보, 안전교육 강화.
- 지표반영가능: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상자 수(통계부재), 재난긴급상황 대처수
준, 안전교육 실시율.
○ 인천전략(’13~’22)
-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장애포괄적 성격, 장애데이터 개선, 빈곤장애인
비율, 물리적환경 장애친화적 개선, 재난대피시설 구축.
- 지표반영가능: 중복장애여부, 안전사고 사상자율, 편의시설 설치비중, 교육
주거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등.
○ SDGs(’16~’30)
- 지속가능 개발은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를 망라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뿐
만 아니라 장애 또는 재난안전 내용도 포함.
- 차별 및 학대, 빈곤종식,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확보, 안전한 공공장소 등.
- 지표반영가능: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편의시설 설치 비중, 빈곤율, 차별 및
학대피해 경험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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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장애인 안전지표 작성
1. 델파이 조사 개요 및 장애인 안전지표 최종(안) 개요
○ 본 연구는 장애포괄적 안전지표 작성을 위해 장애-재난안전 학계 전문가를 비
롯해 당사자 단체를 활용, 총 2회 비대면 서면조사로 1차 및 2차 조사를 10월
중 진행함.
- 지표전문가 2인, 안전관련 연구원 및 학과 3인, 현장 전문가 1인, 장애인 단
체관계자 6인, 장애인학계 4인으로 총 16인으로 진행함.
-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각 요인별 세부 항목별 핵심지표 묻는 문항을 추가해
아래 표와 같은 핵심 지표를 선정함.
○ 본 연구에서 논의된 장애인 안전 지표 최종안은 총 68개로 집대성되었음.
- 재난사고 외인 13개, 취약요인 23개, 피해요인 7개, 관리요인 26개
○ 장애인 안전지표 최종안은 각 요인 항목별 핵심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정책에 해당하는 세부지표를 표기해 정책지표로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봄.
<표 20-2> 장애인 안전지표 최종안
대분류

영역

장애인 안전지표
1.1.1.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상자

1.1.2. 화재로 인한 사상자
1.1.
사회재난 1.1.3. 지하철 대형 사고로 인한 사상자

통계
핵심 관련
생산
작성
지표 정책
주기
여부
○
○

1.1.4. 감염병으로 인한 사상자

○
○

매년
1)

△

○

매년

○

매년

1.2.1.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1.2
자연재해 1.2.2. 온열 ·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자

1.
재난
1.3.
사고 장애특수 1.3.1. 후천적 장애원인: 사고로 인한 장애 비율
외인
1.4.1. 인권침해 및 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
1.4.2. 인권침해 경험
1.4. 차별 1.4.3. 성희롱 및 성추행
및 폭력 1.4.4. 학대피해 경험률
1.4.5.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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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매년
○

매년
○

○
○

○

3년

○

3년

○

3년

○

3년

○

-

○

-

대분류

영역

통계
핵심 관련
생산
작성
지표 정책
주기
여부

장애인 안전지표
1.4.6. 경제적 착취
1.5.1. 외부요인에 의한 조 사망률

○

1.5.2. 자해(자살)

○

○

○

-

○

매년

○

매년

1.5.3. 운수사고
1.5
외인사망 1.5.4. 낙상(추락)

○

매년

○

매년

1.5.5. 가해(타살)

○

매년

○

매년

○

3년

○

○

3년

○

○

3년

○

3년

1.5.6. 화재(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2.1.1. 중복 · 중증장애 여부

○

2.1.
인적요인 2.1.2. 1인 고령장애인 가구 비율
2.2.
2.2.1.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장애인식
2.3.
사회적
자원

○

2.3.1. 도와주는 사람 여부
2.3.2. 다른 사람 도움의 충분 정도
2.3.3. 자살시도 경험

○

○

3년

○

3년

2.4.1. 건강관리 실천률

-

2.4.2. 운동실천
2.4.
건강관리 2.4.3. 규칙적식사
실천
2.4.4. 흡연율/ 매일 흡연률
2.4.5. 연간 음주율

2.
취약
2.5.
2.5.1. 만성질환 현황
요인 건강수준
2.6.1. 상대적 빈곤율

○

2.6.2. 실업률
2.6.
경제상황 2.6.3. 의료비 부담

○

○

2.6.4. 최근 1년간 병원에 가고 싶을 때 못간적 유무

○

3년

○

3년

○

3년

○

3년

○

매년

○

매년

○

매년

○

3년

○

3년

2.7.1. 일상생활수행능력

○

○

3년

2.7.2.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2.7.
일상생활 2.7.3. 집밖 활동시 불편 정도
활동제약 2.7.4.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정도

○

○

3년

○

3년

○

3년

2.7.5. 현재 거주중인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3년

2.8.1 주 사업장의 작업환경- 물리적 위험 수준
2.8.
산업재해 2.8.2. 업무관련 사고 및 질병 발생 근로자수

○

매년

○

매년

○

5년

○

3.1.1. 편의시설 설치비중
3.
3.1.2. 장애인 시설별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여부
안전 3.1. 예방
관리
3.1.3. 신고의무자 대상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참석 현황

○

○

20. 장애인 안전지표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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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영역

장애인 안전지표

통계
핵심 관련
생산
작성
지표 정책
주기
여부

3.1.4.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정도

○

○

3년

3.1.5. 특별 교통수단 도입 현황

○

○

매년

3.1.6. 대중교통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현황

○

○

매년

○

○

매년

3.1.7.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

○

3.2.1.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현황

-

3.2.2. 응급 출동 현황
3.2.3. 재난 · 긴급상황 대처 수준

매년

○

○

매년

3.2.4. 주택의 구조 · 성능 및 환경: 재난 발생시 대응 시스템
구비

○

○

3년

3.2.5. 교육 및 거주 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율

○

-

3.2.6. 교육 및 거주 시설의 재난대피 훈련 실시율

○

-

3.2. 대응 3.2.7. 소방기관의 장애인 거주지 파악율

○

-

3.2.8. 소방공무원 장애이해 교육 이수율

○

-

3.2.9. 경찰공무원 장애이해 교육 이수율

○

-

3.2.10.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

○

○

3.2.11. 재난 발생시 피난유도등, 시각경보기 등의 위치를 인지
여부

○

3.2.12. 특수학교 안전시설 설치 현황

○

5년
-

○

매년

○

매년

○

○

매년

○

○

매년

3.2.13. 학대피해 장애인 전용쉼터
3.3.1. 활동지원인력: 이용자 대비
3.3.
복구회복 3.3.2. 퇴원 후 30일 이내 지역사회 복귀율2)

○

주: 1) 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는 일부 장애유형(지체, 정신)에 대한 통계만 작성되고 있다.
2) 퇴원 후 30일 이내 정신장애인 자살률

정책제안 및 반영
장애인 안전지표는 총 6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이중 작성통계에서 장애여부를 반영
하고 있지 않거나 관련된 작성통계가 부재해 분석이 어려운 총 15개-외인 5개 취약요인 3개
안전관리 영역 7개-를 제외하고 세부통계 비교가 가능함.
우리나라는 2017년 ’21년까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
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장애인 안전 종합대책｣발표하였으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의 재난안전 과제 내용을 담기도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의 사망원인통계 외에 장애 관련 재난 및 사고관련 통계수집
및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추후 장애인 안전 현황과 대책 마련을 위해 통계 작성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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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afety Index for the Disabled
Summa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afety index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prevent disasters and accidents to disabled persons who are vulnerable in
terms of safety,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and performance of
disability-related safety plans, and to contribute to future improvements in this
regard. To this end, the basic index was developed based on the components of
the safety framework suggested in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long with the 2015 SDGs and Paris Agreement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and WHO
(1998) safety concepts. Statistical data related to safety were examined among
previous indexes of the disabled in major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As part of
the qualitative research, in-depth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among
individuals of different disability types in order to secure the persuasiveness of the
safety index. Finally, a Delphi analysis was conducted twice in order to improve the
validity of the safety index for the disabled and the selection of detailed
indicators. The safety index for the disabled established in the above-stated
process is expected to be utilized to evaluate existing safety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determine and execute safety policie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developed safety index for the disable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disability-related indexes and indicators in various
other areas as well in addition to safety.

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The safety index for the disabled includes 64 specific indicators in total. Except
15 indicators —5 external factors, 3 vulnerability factors, and 7 safety
management areas— that were difficult to analyze due to lack of relevant
statistics or no indication regarding disability in the statistics, specific statistical
comparison is possible for the rest. In 2017, Korea announced the ｢
Comprehensive Safety Measures for the Disabled｣ as a joint project among 9
relevant governmental offices including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20. 장애인 안전지표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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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the disabled
from various disasters and accidents by 2021.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projects of the 5th Comprehensive Policy Pla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raft)
(2018-2022) were also reflected. Nonetheless, there is no other statistical data
collection or survey regarding disability-related disasters and incidents except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of the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uture research needs to find out ways to collect statistical data to monitor the
safety condi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establish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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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애학생 진로직업 연계 직업평가체계
구축 연구
나운환, 정승원, 최혜원, 황의태

요약
본 연구는 장애와 차별, 전달체계의 문제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독특한 직업
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시장 진입과 진입이후 직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딪힐 수
있는 장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고용, 복지 전
달체계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로·직업 연계 직
업평가체계의 지역단위와 중앙부처의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단위 체계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평가지의 적용 가능성과 추가적인 현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하고자 함. 이를 위
해, 먼저,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행정자료 및 직업평가센터 현황을 분석함. 이후
적용성 평가와 델파이 및 AHP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FGI를 진행하였음.
연구결과, 진로 및 직업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개인별 진로 및 직업교육이나 전환계획 수
립을 위한 증거기반의 토대가 되는 평가체계가 없고,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제한, 평가센터 역
량 부족, 욕구 기반 매트릭스 및 활용 가능한 평가도구가 제한적이며, 부모나 교사들의 기대
수준에 상당한 차이를 보임. 또한, 직업평가센터의 업무량은 과중한 상태이며, 전공과의 구체
적인 입학기준이 학교마다 다르고,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패러다임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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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 첫째, 장애학생들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학교 내의 진로·직업재활서비스 실태
를 분석하여 진로·직업재활서비스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지역 단위 체계 구축방
안을 제시함.
○ 둘째, 상기의 도출된 지역 단위 진로·직업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 전달
체계의 연계방안을 제시함.
○ 셋째, ‘20년 개발한 요양보호, 임가공, 바리스타 직무 현장평가지에 대한 현장
적용성 평가를 통해 각 직무별 현장평가 실시기준을 제시함.
○ 넷째, 추가로 발달장애인이 다수 진입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 현장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재활서비스 연계방안 제시
⋅ 장애학생의 진로 및 전환과정의 직업평가 현황분석
⋅ 장애학생 진로 및 전환과정에서의 직업평가 지역단위 연계 현황분석 및 지
역단위 협의체 방안 제시
⋅ 장애학생 진로 및 전환과정에서 직업평가 중앙전달체계 현황분석 및 연계
체계 방안 제시
- 현장평가지 적용 가능성과 추가적 개발 및 적용방안 제시
⋅ 현장평가지 적용성을 위한 직무별 표집 조사 실시
⋅ 새로운 직무에 대한 현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분석
⋅ 장애학생의 전환과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한 학교에서의 진로 및 전환서비
스 과정에서의 직업평가와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연계체계, 그리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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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정책적 접근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들을 비
교, 분석
- 행정자료 및 직업평가센터 현황분석 실시

<표 21-1> 현황조사에 포함될 요인 및 내용
구분

분석요인

기관요인

학교의 일반현황 및 진로 및 직업담당 조직 현황 등

직업평가 및
직업재활서비스 현황

직업평가 과정, 평가도구 보유현황, 직업평가 실시 여부, 직업평가보고서 작성
여부, IEP반영 여부, 평가 실시자 정보,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연계 현황

직업평가를 위한 연계 시스템 여부, 진로 및 직업재활서비스 연계 여부,
연계자원 수와 유형, 연계방법과 참여 인력 등

분석방법

행정자료 분석 및 표본 방문조사

- 적용성 평가를 위한 조사
⋅ 2020년 개발된 요양보호보조 직무와 바리스타, 임가공 직무에 대한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 학생 중 3개 직무의 분포를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한 후 성과 연
령을 고려한 유의표집 방식
- 델파이 및 AHP 조사
⋅ 청소원, 사무보조원, 채소 및 특용작물재배원, 대중악기 연주자 및 합창단
원 직무의 현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2020년 개발된
체크리스트의 공통요소인 직업준비 기술과 사회행동기술 그리고 각 직무별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무수행기술에 대해 측정지표를 연구진에서 1차
개발하고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
⋅ 1차 조사는 연구진이 관련 직무에 대한 선행연구와 직무분석을 토대로 제
작한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며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리커트 척도와 함
께 개방형 문항을 두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 조사하였으며, 2차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
시 변수별 가중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AHP(Analytic Hierarchical Proces
s) 조사를 실시
- 전문가 심층토의(FGI)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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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심층토의 의제는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연계 직업평가체계의 현황과
연계체계 방안 마련, 현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
의는 4개 직무에 대한 개발된 체크리스트와 적용성을 위한 조사결과임.

Ⅱ. 현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과 적용성
1. 현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 ‘20년 장애학생 현장중심 직업훈련과 연계한 현장중심 평가체계 구축 시범사업
과정에서 3개 직무를 선정한 이유는 특수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의 기초적인
직업흥미를 찾기 위해 적용하는 검사도구인 직업흥미검사(NISE-VISIT)가 7개
직군(제조, 청소, 음식, 농수산업, 사무지원, 대인서비스, 예술스포츠)의 21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중 제조, 음식, 대인서비스 중의 3개 직종을 선
택하였으며, 시범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본 연구에서는 7개 직군 중에 나머지 4
개 직군인 청소, 농수산업, 사무지원, 예술스포츠군 중의 4개 직업을 선정함.
○ 한국직업사전과 선행 직무분석 자료를 토대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와 과업요
인, 정당한 편의요인 등을 도출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의 ICF와 ICF Core Set,
MDC 행동평가양식, 직업준비도 평가, MDS 기능적 적응행동검사, Valpar17
직업준비도 평가, 전환평가 프로파일 T-TAP 등의 요인을 토대로 직업준비와
사회행동, 직무수행기술요인과 세부 예비지표들을 추출하여 예비지표를 각 직무
별 20명의 해당 직무 전문가(교수와 해당분야 현장 직무경험자)를 대상으로 2
회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계층적 의사결정분석(AHP)을 통
하여 3개 요인의 가중치를 도출함.
○ ‘21년 개발하는 4개 직무의 현장평가를 위한 요인은 직업준비, 사회행동, 직무
수행기술요인이며 직업준비는 직무별 14개에서 12개이며 사회행동기술요인은
6개, 직무수행기술요인은 8개와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 5개 추가하여 활용하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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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개발 3개 직무의 적용성 검증
○ 2020년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현장평가지 3종(바리스타 직무, 요양보호사 보
조직무, 임가공 직무)의 현장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해보고자 장애학생 현
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실제 직무 현장에 배치된 훈련생 또는 근로
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진전도를 분석하였고, 평가자 간 신뢰도를
분석하여 개발된 평가지의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 전국 6개 직업평가센터를 통해 사례를 표집하여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로 외부 방문 평가가 불가하게 된 곳을 제외하고 최종 4개의 직업평가센터(광
주, 대구, 부산, 포항)를 통해 실시되었으나 이 과정에서도 검증을 위한 최소한
의 사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리스타 직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현장평가에 참여한 장애인은 모두 29명으로, 바리스타 직무 훈련생 4명, 요양
보호사 보조직무 훈련생 및 근로자 12명, 임가공 직무 훈련생 및 근로자 13명
이며,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25명, 자폐성 장애 1명, 심장장애 1명, 지적·지체장
애 중복 1명, 지적·뇌병변장애 중복 1명이며, 장애 정도는 1명을 제외한 28명
모두 심한장애를 갖고 있었음.
○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참여 훈련생은 22명, 근로장애인은 7명으로
나타났으며, 훈련생인 경우 대부분 2021년 5월 이후 현장에 배치되어 3개월간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적 분포는 광주 4명, 대구 18명, 부산 5명,
포항 2명이 참여하여 대구의 사례가 가장 많았음.
○ 진전도 분석에 앞서 평가지의 문항내적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1차 평가 결과
를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신뢰도는 요양보호사 보조직무는
.931, 임가공 현장평가지 신뢰도는 .787로 나타났으며 직업준비기술 요인의 신
뢰도는 .609로 적합한 수준이었으며, 사회행동기술 요인의 신뢰도는 .934로 매
우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음.
○ 요양보호사와 임가공 보조직무 진전도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1-2> 요양보호사 보조직무 점수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결과
2차 직업준비 
1차 직업준비

2차 사회행동 
1차 사회행동

2차 직무수행 
1차 직무수행

2차 총점 
1차 총점

Z

-2.941 

-2.530 

-2.666 

-2.937 

근사 유의확률 (양측)

.003

.011

.008

.003

a.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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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임가공 직무 점수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결과

Z
근사 유의확률 (양측)

2차 직업준비 
1차 직업준비

2차 사회행동 
1차 사회행동

2차 직무수행 
1차 직무수행

2차 총점 
1차 총점

-2.314 
.021

-2.654 
.008

-2.675 
.007

-2.901 
.004

a.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Ⅲ. 진로직업평가연계 사업 현황분석
○ 본 연구는 시범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연계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계방안과
교육부가 개발한 발달장애인 직업흥미검사의 7개 직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행정자료와 특수학교와 연계가 실시되고 있는 직
업평가센터 2개소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21-4>와
같음.
<표 21-4> 직업평가센터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과의 연계 현황
A(특수학교)

연계
현황

B(특수학급)

연계대상
수준

포항 지역 1개 특수학교와 요청하는 7개
지역 9개 특수학교와 요청하는 특수학급 특수학급의 고등부와 전공과 과정 및 전
의 고등부와 전공과 과정 및 전공과 입학 공과 입학 사정을 위한 평가, 포항지역외
사정을 위한 평가 연 500명 수준
의 울릉이나 울진, 경산, 경주 등의 특수
학교나 학급 등 연 150명 수준

연계과정

-

특수학교와 학급 부장 혹은 담임교사 의뢰협의
공문접수(평가의뢰서 첨부)
이동 혹은 내관평가
요청 교사 면담(초기정보 수집)
평가계획
평가실시(신체평가, 심리검사, 작업표본, ERS, BRS, 진로성숙도 검사 등)
평가센터 내 사례회의와 평가보고서 작성
보고서 송부 및 질의사항 자문

- 진로 및 직업교육계획(전환) 수립
직업평가연
- 직업흥미 및 적합 직무 탐색
계(의뢰)목
- 취업 가능성 및 필요한 서비스 수준 파악
적
- 전공과 입학사정
연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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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특수학교)

B(특수학급)

- 평가실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는 없으
- 평가실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는 없으
며 주로 직업훈련실에서 실시
며 주로 직업훈련실이나 기숙시설에서
- 이동평가(최소한의 평가와 평가인력이
실시
동)
- 이동평가(최소한의 평가도구와 평가인
- 평가대상 학생이 3명이하인 경우 내방
력 이동)와 소인원일 경우 내관평가요
요청
청
- 평가비용은 평가센터 부담이나 전공과
- 평가비용은 유형에 관계없이 1인당 2
입학 사정의 경우 참여하는 직업평가
만원
사에게 소정 수당 지급
- 교사의 경우 평가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초정보 및 요청사항에 대한 면담을 통한
참여
-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례회의에는 참여 제한적

교사나
- 학교의 체계적인 연계 보다는 교사나
학교의 참여
진로 및 직업부장의 수준에서 연계가
수준
- 학교의 체계적인 연계 보다는 교사나
이루어지며, 특히 전공과의 경우 부장
진로 및 직업부장의 수준에서 연계
선생의 직업에 대한 인식에 따라 참여
수준의 차이
- 직업평가서 활용에 대한 수준 파악은 어려움
- 직업평가보고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자문하는 수준에서 연계 후 피드백

직업평가보
고서 활용 - 전공과 입학사정의 경우는 직업평가가 - 전공과 입학사정의 경우는 요청하는
평가도구도 3개로 정해져 있으며 이
중요한 기준인 사례가 다수임
결과가 입학결정에 중요한 기준임
평가연계
규모

- 고등부 전 학년과 전공과 재학 학생
- 고등부 전학년과 전공과 재학 학생 연
연평균 500명 수준
평균 150명 수준
- 전공과 입학지원 학생

- Work Activities #100- , #300대와
특수학교와
400번대 일부
학급의
- Purdue Pegboard
동일 수준
평가도구
- CISA-2(지역사회적응검사도구 2판)
비치수준
- 발달장애인용 직업흥미검사
- 신체평가도구(K-MAND)를 비롯한
20여 종
- 심리평가도구: 지능검사를 비롯한
직업평가센
동일수준
50여종
터 평가도구
평가수준 : 평가목적에 따라 다양한 평가
- 직업평가도구: 발파시리즈를 비롯한
수준과 활용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보고서 생산
30여종
- 평가수준: 평가목적에 따라 다양한 평
가도구를 활용하여 평가보고서 생산
진로직업
평가연계
활성화

- 평가연계체계 구축과 교사의 참여의무화
- 학년별 평가매트릭스 매뉴얼
- 유료평가도구의 접근성과 평가도구개발
- 진로직업교사의 전문성

- 진로직업교사의 전문성과 전공과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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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특수학교)
- 평가유료화 및 인력과 비용지원

B(특수학급)
이나 부장의 전문성
- 평가유료화 및 인력과 비용지원, 특히
이동지역이 원거리일 경우에 대한 대
안마련 필요

Ⅳ. FGI 결과 분석
○ 장애학생 진로직업연계 직업평가체계 구축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업평가체계
연계를 위한 지역과 중앙전달체계의 구축방안과 현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관
련 부서 사무관과 직업평가를 연계하는 직업평가센터의 직원,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관리자로 전문가 위원을 구
성하여 1, 2차로 나누어 회의를 실시하였음.
○ 1차 회의는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에 대한 전문가 회의이며 2차 회의는 진
로 및 직업평가체계 현황과 연계방안에 관한 회의로 진행하였음.
○ 현장평가체크리스트 개발 보완 방안 연구 결과에 대하여 참여한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으며 실시 요강에 대하여 평가방식에서 2인 이상의 평가자가 동시에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점수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2
인의 평균이나 2인의 평가자가 합의에 의해 점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동일 현장
에서 현장평과의 성과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는 동일
팀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방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
강을 보완하기로 하였음.
○ 평가시기에 있어 1일 3시간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함으로 평가시기에 대한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1일 3시간은 최소 3시
간으로 명기하였음.
○ 채점법에서 보통의 사람의 수행능력이 기준이라면 보통 사람의 기준을 명확하
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보
통의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 평가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현장평가 점수가 낮은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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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하여 이 평가결과는 수행능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가 낮다고
부적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기하여 의미해석의 오류를 하지 않도
록 하였음.
○ 2020년에 개발된 요양보호보조일자리와 임가공, 바리스타 직무의 현장평가 체
크리스트 변수 중 직무준비요인과 사회행동기술요인의 경우도 의미는 동일하나
지표의 문항이 2021년 개발된 지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가급적 통
일하여 사용함으로 다른 직무도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개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진로 및 직업평가체계 현황과 연계방안의 회의 결과는 기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는 동의를 하였으나 현황진단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평가 현황과 장애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사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통계에 기반을 둔 분석과 업
무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되
었으면 좋겠다는 등 몇 가지 개선의견이 있었음.
○ 책임연구원이 제시한 진로 및 직업교사의 적격성 기준이나 개별화교육팀의 장
애인재활상담사나 직업능력평가사 참여, 3개 부처 컨소시엄 형태의 원스톱시스
템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좋은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안이 실현되
기 위해서는 법령을 비롯한 3개 부처의 협의과정 등의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므로 오히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센터가 특수학교
나 학급, 지역사회 직업평가센터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
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전공과 과정이 지역단위 교육감 승인과정을 통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하
도록 하는 역동성을 가진다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전공과 과정이 중등학교
이후 직무와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 학생들의 적합 직무와 관련한 산
업과 직무분석 자료가 토대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직무 배치와 전황이 이
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공과 과정이 산업에 대한 시장조사와 해당
산업의 직무분석과 배치자료 등의 증거기반을 토대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
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교육부의 노력으로 3개 부처 협약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연계가 이루
어지고 있지만 이를 시스템화하여 지역단위에서 연계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화교육계획 팀이나 과정에 지역 직업평가센터
의 직업평가사나 장애인재활상담사를 명시적으로 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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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를 증거기반으로 적합 직무 개발이나 교육계획 등이 수립되도록 한다
면 지역단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진로 및 직업교육이나 전환과정에
서의 증거기반을 지원할 수 있는 법 개정이나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명문화할 필
요가 있음. 담당하는 교사의 범위를 장애인재활상담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욕구에 따른 평가
매트릭스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IEP나 ITP에 반영하고 IPE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함. 장애
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 장애학생 진로 및 전환연계분과를 신설하고, 3개 부처와 협력체계
를 구축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며,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센터 설치, 도
단위는 Outreach평가팀을 포함한 체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협의하여 설치 및 확
대하도록 제언함. IEP나 ITP팀에는 반드시 직업평가사나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의무적으로 참
여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ITP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진로 및
직업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평가도구의 개발과 현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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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a
Vocational Evalua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Career and Occup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Summar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easures for the vocational evalu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career and occupation at both local and governmental level, and
to develop a checklist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onsite evaluation forms for
local-level evaluation systems as well as additional onsite evaluation. The key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remove the barrier so that those with
unique voc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issues of
delivery systems, who previously faced difficulties in entering the labor market
could maintain their occupation before and after entering the labor market and 2)
to establish a user-focuse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system through the
connection with relevant education, employment, and welfare delivery systems for
stable labor market entrance. To this end,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were followed, and administrative materials and the current
status of vocational evaluation centers were analyzed. Subsequently, the
applicability of the evaluation checklist was examined, followed by a Delphi analysis
and AHP analysis. Expert FGI was also conducted.
As a result of research, it was revealed that there was no evaluation system as
an evidence-based framework for individual career/vocational training or transition
planning for students in need of such educational programs. The available
professional workforce was also limited, and the evaluation center lacked
necessary capabilities. The needs-based matrix and available evaluation tools were
also limite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ectations of parents and
teachers. Currently, the workload of vocational evaluation centers is excessive, and
the entrance criteria of specific major cours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chool. Besides, the paradigm for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fails to respond
to changes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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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The following ar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revisions to laws and operation
regulations and their stipulation are necessary to support the basis for transition
in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Instructors in charge need to be
limited to professionals, such as rehabilitation counselo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persons with national certification related to career or vocational
education. An evaluation matrix needs to be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actual
needs, and evaluation results are to be reflected into the IEP or ITP.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division for the career and transi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s part of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open a one-stop window in the form of a consortium through a
cooperative system with 3 relevant offices, to establish a dedicated center in each
local government, and to set up and expand the existing system to include an
outreach evaluation team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departments in each
province. In addition, the operation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 to mandatorily
include a vocational evaluator or rehabilitation counselo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IEP or ITP team; additional workforce needs to be allotted to
support ITP development; measures should be taken in order for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to bear expenses related to career and vocational evalu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evaluation tools and checklists for onsit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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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염병 대응

22. 감염병 시대의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대응 방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이혜경, 송창근, 이선화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현황과 어려움을 살펴
보고,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첫째, 정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 등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현황에 대하여 파악함. 둘째,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외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장
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분석함. 셋째, 전국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의 질적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직업재활시
설과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운영 현황에
대하여 살펴봄. 문헌조사와 통계자료 분석, 양적조사, 질적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감염병
시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응방안으로 제도개선 방안 및 행·재정적 대응 방안, 그리고 감
염병 시대의 대응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매뉴얼 마련 등을 제언함. 첫째, 비대면 환경에의 적
응을 위한 장애인의 교육 및 접근성 확보, 둘째, 감염병 시대에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
한 재정 및 지원 전략 마련 필요, 셋째, 장애인 고용 영역의 확대와 직업재활시설 생산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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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코로
나19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업 안전과 건강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
거나 보건, 사회복지, 주요 지원업무, 보안 등 전염병에 맞서는 일선 종사자들
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
을 줄이는데 있어 입증된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알려져 있는 바, 직장에서의 사
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나 모든 사업장에서 원격근무, 노동시장에서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장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 이라 함)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복지시설이며 장애인의 경제활동, 소득보장
을 위해 유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임. 이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
용이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응방안이나 지
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음. 일례로 일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인원의 제한, 최소거리 유지와 같은 지침 이외 집단급식을 하는 경우의 지
침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직업상담과 직업평가와 같은 대면서비스가 필수적인
직업재활서비스의 경우 비대면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험이 전무함.
○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현황과
어려움을 살펴보고,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
색하고 지원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나타나는 국
내외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고용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장애인 고용 및 직업
재활 환경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셋째,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통해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직업재활시설의 어려움과 자체적인 대응방안, 그리고 비대면 상황에서의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방안과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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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첫째, 코로나19 발생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특히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현황에 대하여 파악함. 이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분석함.
○ 둘째, 국내외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분석함. 이를 위해 장애인실태조사 및 발달장
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변화 연구, 코로나19가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연구 등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활용함.
○ 셋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살펴봄. 이를 위해 전국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
으로 질적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의 전반적 내용과 정책제언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음.
○ 넷째, 문헌조사와 통계자료 분석, 양적조사, 질적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코로
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변화에 따른 대
응 방안과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방안과 지원에 대하여 제시함.

Ⅱ. 감염병과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1. 코로나19 등 감염병 이해
○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CoV)1)는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
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해서 전파됨.
특별한 치료제가 없으며, 백신처방, 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으로 예
방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하였고 대구지역 등에서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다가, 검진
1) http://ncov.mohw.go.kr/baroView.do?brdId=4&brdGubu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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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료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신규확진자의 수는 하향추세를 보였음. 그러나 확
진자 사망 사례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에게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가 면역
력이 약한 고령자에게 치명적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50.8%에 불과하고, 78.2%는 코로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주요 지원정책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과 같이 개인별·가구별로 지급하는 각종 현금성 지원금·수당과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기업에 고용안정금지원, 취업지원책 등 고용안정 관련 정책’, ‘각종 대출
융자 등 금융지원정책’, ‘기타 산업지원책 - 규제완화 제도개선 세정지원 마케팅 지
원 등’, ‘보험료·전기료 할인 등 기타 민생지원책’, ‘특별재난지역 대책 등’이 있음.

2. 코로나19와 장애인 일상생활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팬데믹시대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와 서비스 욕구변화 연구’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으로 당뇨, 고혈압, 뇌전증, 비만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도전
적 행동에 해당하는 자해행동과 상동행동이 증가하였고, 감염위험에 대한 걱정,
마스크 착용의 어려움으로 병원 이용 제한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발달장
애인의 일상생활은 집에서 지낸다는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외출이나 이
웃, 친구와의 교류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코로나19와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시장 환경이
열악하게 변화 되고 있기에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및
직업재활 서비스 현황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장애인 노동시장 현황 및
직업재활시설 현황을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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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 현황으로는 2019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
업률이 상승함. 취업장애인의 특성은 ‘제조업’이 15.8%로 가장 높음. 2019년
대비 농업분야,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의 종사비율이 증가하고 건설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율이 감소함.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전체인구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는 2019년도 대비
4.3% 커짐.
○ 직업재활시설 현황으로는 2019년 대비 2020년도 보호작업장 4.4%, 근로사업
장 3.1%, 적응훈련시설 36.0% 증가하였음.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2020년 572천원으로 2019년 617천원 대비 7.3% 감소하였고, 훈련장
애인의 월평균 훈련수당은 2020년 96천원으로 2019년 97천원 대비 1.0%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남. 직업재활시설 매출 현황으로는 2020년 직업재활시설의 평
균 매출액이 798백만 원으로 2019년도 700백만 원 대비 14.0%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고, 평균 이익금은 2020년 206백만 원으로 2019년 186백만 원 대
비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장애인 고용 정책
○ 국내의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고용대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고, 장애인과 장애인고용 사업주의 안전, 그리고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
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장애인 노동자와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지침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독일은 경기부양패키지, 중
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조정금 규정을 개
정함. 일본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금까지 받아 온 지원들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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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염병 시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
1. 조사개요
○ 감염병 시대에 디지털, 비대면 산업 성장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를 대상으로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실시함.
○ 양적조사를 실시하기 전 직업재활시설 현황 파악 및 설문지 문항 구성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조사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
음. 그 결과를 반영하여 양적조사 설문문항을 수정하고 최종확정하였음.
○ 양적조사는 전체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상 어려움, 시설 또는 이용장애인에 대한 지원 실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현황,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방
식,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략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질적조사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감염병 관련 전문가 등 7명을 대상으로 포커
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양적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코로나19가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감염병 시대에 장애인 고용과 직업
재활서비스 변화예측 및 직업재활시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포함함.

2.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의 주요결과로 첫째, 응답기관의 88.4%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업
재활서비스 제공방식이나 서비스 내용에 있어 변화된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변화된 내용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나누어 보면, 긍정적인 변화로는
개인위생 및 방역 강화로 청결한 환경조성,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로 나타났
고, 부정적인 변화로는 경영활동 제한으로 경영상 어려움 초래, 이용장애인의
시설 이용시간(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시설은 79.2%로 많은 기
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된 원인으로는 계약, 납품 등의 축소
로 매출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생산 가능한 근로자 수 축소, 거래처
(협력업체)의 영업중단으로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76

2021 KODDI 연구요약집

○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별 시설에서는 개인 및 시설 방
역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적극 대응, 추가 판로 개척, 근로장애인의 근무시간
단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직업재활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 이용자의 가족, 시설
관련자의 확진으로 인해 시설 폐쇄조치를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지
침을 준수하고, 기본적인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 및 비치, 정기적
시설 자체 방역 등의 노력을 통해 감염의 확대 예방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한 가운데, 직업재활시설은 휴관 또는 휴업 기간 동안
에도 임금 및 훈련비에 대한 압박, 자체생산품 및 임가공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직원들의 희생, 휴업이나 경영상태 악화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경영난을 겪는 직업재활시설 중 정부지원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 긴급자금지원,
임차료감면지원 등을 받았다고 응답한 곳은 응답기관의 36.3%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시설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서 등으로 확인되었음.
○ 직업재활시설에서 비대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이나 지방자
치단체,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것은 기본적인 방역물품이 대부분이었
고, 그 외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 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서비스 및 훈련 제공을 위한 장비, 교육교
재의 지원, 감염병 예방 지원, 비대면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이라고 응
답하여 직업재활시설에서는 감염병 상황에서라도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느끼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직업재활시설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금전적 지
원, 감염병 상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신규사업 및 사업 확대 지원 강화 등을 언급하였음.
○ 마지막으로 감염병 시대에서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
향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종(직무) 개발, 소집단 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 개발,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인 권리 보호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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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감염병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그룹인터뷰
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비대면 서비스 제공 방안, 감
염병 시대에 직업재활시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
였음.
○ 주요한 결과들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설의 대부
분은 중복지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사회적기업이면서 직업재활시설인
곳은 지원을 받은 곳이 있었으며, 지역 담당 공무원에 따라 지원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직업재활시설에서는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기하였
고, 구체적 대안으로 근로장애인 4대 보험금의 사용주 부담금 지원, 장애인의
출근유무와 관계없이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 시설 유형을 고려
한 예산 지원, 직업재활시설 임대료 지원 등이 있었음. 이 외에도 코로나19 예
방을 위한 기본적인 방역 물품 지원이 잘 되지 않았던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기본적인 물품지원과 방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감염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매뉴얼 준비 등에 대한 요구도 제안하였음.
○ 직업재활시설에서는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상담 및
평가보다는 훈련프로그램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자체
개발 프로그램 보다는 외부기관의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이유로는 종사자들의 역량 뿐만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확인되었음. 이에 비대면
서비스 제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임.
○ 감염병 시대에 직업재활시설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직업재활시설 특성상
다른 복지시설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지원과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또한 같은 직업재활시설이라 할지라도 매출이 다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
설 지정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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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염병 시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응 방안
1. 제도개선 방안
1) 단기적 대응 방안
○ 첫째,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실적을 2배수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둘째, 직업재활시설 내 소집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훈련에 공백
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2) 중장기적 대응 방안
○ 첫째, 직업재활시설 상생을 위한 공동브랜드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둘째, 우선구매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내 생산시설과의
연간구매 계약을 통한 구매물량 확대 등 우선구매제도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2. 행·재정적 지원
1) 단기적 대응 방안
○ 첫째, 직업재활시설에 기본적인 방역조치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 확대
○ 둘째, 근로지원인 외 외부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재
활시설의 생산 활동 지원
○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에 큰 손해를 입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구제 지
원 필요

2) 중장기적 대응 방안
○ 첫째, 직업재활시설의 품목 다양화를 위한 전략 필요
○ 둘째, 비대면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부주도의 지원 및 대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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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 시대의 대응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매뉴얼 마련
○ 장애인 관련 재단 안전 매뉴얼 자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
염병 상황에서의 안전 매뉴얼 부재
○ 감염병에 대한 이해, 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직업재활시설 대응 매뉴얼’ 개발 필요
○ 해당 매뉴얼은 기존 재난, 안전 대응 매뉴얼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감염병 상황
에서 장애인복지시설, 특히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과 정부가 합
동으로 추진, 개발하는 것이 필요

Ⅴ. 정책제언
○ 첫째, 비대면 환경에의 적응을 위한 장애인의 양질 교육과 접근성 확보에 중점
을 두어야 함.
○ 둘째, 감염병 시대에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재정 전략과 지속가능한
지원 전략마련이 필요함.
○ 셋째, 장애인 고용 영역의 확대와 직업재활시설 생산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전략
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및 반영
감염병 시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응방안으로써 단기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예산 및 인
력 등의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함.
또한 정책적으로 비대면 환경 적응을 위해 교육, 운영 등의 지원 및 직업재활시설의 생산
품목다양화 전략 수립, 시설의 지속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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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esponse Measures to the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Times of Pandemic - Focusing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Summary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operation conditions
and difficultie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times of pandemic, such as
COVID-19, and to devise measures to respond to situations where
non-face-to-face services are inevitable. To this end, the following steps were
taken. First,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measures such
as statistical data released by the government, guidelines for social distancing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and support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re examined. Additionally, the current conditions of
governmental support for employees were also analyzed. Second,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disabled persons at home and abroad were examin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statistical data conducted and released by various
institutions at home and abroad. Particularly, the current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the disabled were analyzed.
Thir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hands-on workers at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round the country. Based on the qualitative analysis of
related experts and consultative meeting with experts, challenges and operation
condition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the disabled were analyzed in the context of COVID-19.
Following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results from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data analysis,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response measure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times of pandemic are
proposed. Specifically, way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sponses, and manual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a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education
and accessibility of disabled persons for their adaptation to non-face-to-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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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financial and supportive
strategies for the oper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a pandemic
period. Third, it is suggested to develop strategies to expand the range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and to diversify production items at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As response measure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
pandemic period, it is necessary to provide short-term support measures such as
program development, budget, and workforce as well as mid/long-term measures
such as non-face-to-fac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support policies for effective education and operation in
order to adapt to the non-face-to-face environments, diversify production items
at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provide continued support for such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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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복지관
운영방향 연구
서원선 박은아 이선화

요약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활동, 감염병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보편
화되고 있음.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 활동을 축소하고 비대면 및 디지
털 기기를 활용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일
부 장애인은 비대면 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절한 장애 복지 서비스 부족
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음. 이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실시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20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장애인복지관의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점을 조사하기 위해 장
애인복지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연구 결과, 스마트복지
에 대한 교육·인식개선 필요, 스마트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감염
병 상황에 적합한 신규 개별 비대면 사업 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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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면 프로그램 및 활동을 대체하기
위해 비대면(untact) 방식의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장애인에게 비
대면 방식은 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있음. 특히, 청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
형 및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 참여는 어려움이 있어 유
형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방안이 필요함(김용득, 2020;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20).
○ 이에 코로나19 이후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 서
비스 지원 체계 및 방안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 유형 및 특성(비
대면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장애인)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제공 및 비대면 프로
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책 개선점을 모색하고자함.

2. 연구범위
○ 첫째, 제2장에서는 코로나19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사
례를 분류하여 제시함.
○ 둘째, 제3장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코로나19 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
으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셋째, 제4장에서는 문헌조사,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장애인복지관 코로나19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포커
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함.

3. 연구방법
○ 첫째,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총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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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연구방향, 연구내용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내용의
충실도와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 연구결과의 적합성 및 기여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관 코로나19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특히,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 셋째, 장애인복지관의 코로나19 프로그램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함.
○ 마지막, 장애인복지관의 코로나19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개선점을 조사하기 위
해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함.

Ⅱ. 코로나19 안전수칙, 복지공학(welfare technology)
및 국내외 코로나19 프로그램 사례
1. 코로나19 안전 수칙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20)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복
지시설 유형별 안전 운영 매뉴얼 제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사업 운
영에 관한 세부적인 수칙을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19 세부 대처 방법을 제시하였음.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2021)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대응 매
뉴얼을 개발하였으며 고용지원, 생활지원(사례관리 및 재가서비스), 권익옹호,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 디지털서비스지원으로 분류하여 개별 분과를 운영해
각 서비스별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였음.
○ 한국장애인개발원(2020)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사업
을 담당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대면 직업재활 서비스
사례발표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방안을 공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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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공학(welfare technology)의 개념과 장애서비스의 적용
○ 복지공학은 돌봄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생동력 있는 도구임. 복지공학은 기술
적인 해결방안의 생태적 시스템(ecosystem of technical solutions)으로써 협력 및
연계, 업무의 효율화, 인간의 웰빙(well-being)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연방긴급재난관리부(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서는 공학기술(technology)을 활용한 장애인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FEMA, 2020).
- 첫째, 인터넷 상거래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및
앱을 개발해야 함.
- 둘째, 장애인을 위한 유선전화 서비스를 개설함.
- 셋째, 원거리 의사소통 및 접촉을 위한 플랫폼을 설계함.
- 넷째, 모바일 앱을 활용해 활동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 국내외 코로나19 프로그램 사례
○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은 전국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로봇재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에게 균형능력, 보행능력 등 신
체기능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 화성시아르딤복지관에서는 스마트 재활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의 보행능력, 재활
능력 등을 지원하고 있음. 로봇보조보행훈련[WALKBOT-G], 스마트재활사업,
디지털 놀이터, 알팸TV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Zoom 어플리케이션, YouTube 실시간 방송,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청각장애
인의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있음.
○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는 인터넷 방송국 TV(참새TV), 스크린놀이터, 발달
장애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공연, 직업지원, 성인발달장
애인지원사업, 주간이용, 영유아조기개입, 우리동네잡화점, 공통취미활동, 장애
인-비장애인 취미여가활동 플랫폼 사업 ‘하우스쿨’,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가족
지원프로그램, 장애·비장애 미술작가 전시회, 장애·비장애인 통합 동아리 지원
사업 등에서 스마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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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정서지원을 목적으로 소셜로봇 프로젝
트 장애인의 e음 파트너 ‘감동이’를 실시하고 있음.
○ 미국 시각장애인연합회(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NFB)는 시각장애
인을 위해 NFB 웹사이트(www.nfb.org)에서 '코로나19 정보·리소스' 라는 링크
를 개설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정보 및 비대면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뇌병변장애인 협회(Brain Injury Association of America, BIAA)에서는
뇌병변장애인 및 가족을 위해 코로나19 리소스(COVID-19 Resources)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고 있음(BIAA, 2021).
○ 웨인주립대학교(Wayne State University) 미시간 발달장애 연구소(Michigan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stitute)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 및 기타 장애
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리소스(COVID-19 Resources)와 자기관리 리소스
(Self-care Resources)를 구분하여 유용하고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함.

4. 시사점
○ 첫째, 장애 유형별로 프로그램의 개별화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영상 매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개별 프로그램과 더불어
감염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Ⅲ. 코로나19 시대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코로나19 이후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분석하
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소속된 전체 장애인복지관
244개소의 비대면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 및 동의서를 포함하여 동의서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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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경우에만 설문이 시작되도록 하였으며 설문 종료 전에 휴대폰 번호를 기
입하도록 하여 답례 쿠폰을 제공하였음.
○ 기관 현황, 코로나19 프로그램 실시 현황, 프로그램 개선점 등을 조사함.

2. 실태조사 결과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스마트복지 현황을 파악하였음.
○ 복지관 사업별로 각각의 스마트복지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무
에서는 SNS와 인터넷기반 원격소통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장애
인복지관의 사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SNS와 인터넷기반 원격소통
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스마트복지 적용 범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사업에 따라 여러 종류의 스마트 기기나 프로그램 등이 활용되기 위해
서는 각 사업에 적합한 스마트 기기의 개발이 필요하며 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됨.
○ 개별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각 사업에 적합한 스마트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모색
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기기
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Ⅳ.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1. 조사개요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방향을 질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함.
○ 장애인복지관 비대면 및 스마트복지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구
성하였고, 장애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담당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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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결과
○ 연구 분석결과 코로나19 이후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11개의 세부주제가 도출됨.
- 주제 1: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개별 차, 교육정도, 인
식수준 고려
⋅ 이용자의 접근성 차이 고려
⋅ 이용자의 개별 수준 차이 고려
⋅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교육 필요
⋅ 스마트복지에 대한 전문적 관심 필요
- 주제 2: 기기 구매 및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 기기 구매 및 사용을 위한 예산 확보 중요
⋅ 전문 인력 배치 및 지속적인 교육 지원 필요
⋅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필요
⋅ 신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 주제 3: 전반적인 프로그램 진행관리 및 사후관리 지속
⋅ 기존 프로그램에 우선 적용
⋅ 이용자의 욕구 파악 병행
⋅ 기존 평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Ⅴ.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 장애인복지관 대상 실태조사
- 스마트워크와 관련해 응답한 169개 복지관 중 168개 복지관이 사용 중이라
고 보고함.
- 장애인복지관 개별 사업에 대한 스마트복지 현황과 관련해 SNS와 인터넷 기
반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관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정부 등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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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개별차, 교육정도, 인식수준 등
을 고려해 스마트복지를 실시함.
- 기기 구매 및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및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이 필요함.
- 각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스마트복지 프로그램 진행관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함.

2. 정책건의
○ 스마트복지에 대한 교육/인식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스마트복지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정기
적으로 실시함.
- 신규 스마트복지 기기나 프로그램 활용법을 지속적으로 보급함.
- 사회복지사 및 기타 장애인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마트복지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함.
○ 스마트복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 SNS와 인터넷 원격 의사소통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스마트복지 프로그램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고려함.
- 스마트복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고려함.
○ 신규 개별 사업 개발
- 집합교육 대신 개별교육에 기반한 신규 프로그램이나 활동 등을 개발함.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장애특성, 인터넷 상황 등을 고려해 신규 스마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함.

정책제안 및 반영
SNS와 인터넷 원격 의사소통에 치중하지 않는 다양한 스마트복지 프로그램의 활용과 콘
텐츠 개발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고려함. 또한, 집합교육 대신 개별교육에 기
반한 신규 프로그램이나 활동 등을 개발하고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장애특성, 인터넷 상황
등을 고려해 신규 스마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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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 Study on the Operation of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in the
Post-COVID-19 Era
Summary
Since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non-face-to-face activities,
measures for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social distancing have become
common throughout the society. In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s well,
face-to-face activities have been reduced and replaced with non-face-to-face
activities utilizing digital devices since the spread of COVID-19. However, persons
with certain disabilities such as visually impaired persons, hearing-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till have difficulties in
participating in non-face-to-face activities. They are in a blind spot of welfare due
to the lack of appropriate welf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ays to conduct and operate proper programs in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In order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of program operation at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ever since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209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To examine
challenges and aspects to be improved regarding the operation of
non-face-to-face programs at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among hands-on workers at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results, policy suggestions were derived regarding the following
aspects: the need to raise awareness and education on smart welfar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smart welfare
programs, and development of new individual non-face-to-face projects for the
pandem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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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To be able to utilize various smart welfare programs rather than solely relying
on remote communication means such as social networking service and the
Internet, various administrative/financial supports are considered, including smart
welfare contents. Additionally, new programs or activities for individual education
rather than group education need to be developed. New smart welfare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disability characteristics and Internet
use conditions among users of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292

2021 KODDI 연구요약집

24.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성
검증 연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기명, 김지영, 이수연

요약
본 연구는 6주의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신체구성 및 체
력의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실시하였음. 총 22명의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남성 7명,
여성 15명, 평균나이 49.4±8.9세)이 모집되었으며, 1대1 비율로 운동군과 대조군으로 각각
배정되었음. 측정은 사전과 사후 총 2회 실시되었으며,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혈
압, 근력, 유연성을 측정하였음. 운동군은 실시간 화상회의 앱(Zoom)을 통해 운동지도자와
함께 6주 동안 주 2회 1시간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대조군은 운동 영상 url
을 전달하고 별도의 운동 중재는 하지 않았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총 6주의 비대
면 운동프로그램 후 운동군은 대조군에 비해 허리둘레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
(p-value=.006). 둘째, 총 6주의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후 운동군은 참여 전에 비해 어깨의
관절가동범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비대면 운동프로
그램은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의 신체구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음. 추후 비
대면 운동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배정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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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장애인의 신체활동 및 운동은 장애로 인한 이차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잔
존기능 유지 및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김정숙, 구교
만, 2017).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전 국민의 주 1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 실시
율이 60.1%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문화체육관광부, 2020b), 같은 해
장애인의 운동 실시율은 24.2%로 더욱 낮았음(문화체육관광부, 2021).
○ 장애인은 최근 1년간 운동을 실시한 경우가 2019년 77.0%에서 2020년
49.4%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장애인의 신체기능 감소로 인한 건강 악화가 우려
되는 상황임(문화체육관광부, 2020a; 문화체육관광부, 2021).
○ 지체장애인은 움직임과 이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
애인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운동을 참여하는 데 있어 제약이 큰 상황임.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튜브, 모바일 디바이스
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가정기반 운동프로그램(홈트레이닝)이
확대 및 보급되고 있음.
○ 그러나 비대면 방식의 운동 콘텐츠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이나 장애유형을 고려한 콘텐츠는 제한적임.
○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대안적으로 유튜브, 온라
인 화상회의앱, SNS를 활용한 운동 영상이나 실시간 운동을 지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나 구체적인 수행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운동 참여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 휠체어 이
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활용한 운동 지도와 운동 영상을
제공하는 운동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연구참여자들의 건강체력 변화를 통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음.
○ 장애유형 및 개별 신체상태에 따른 개입 목표 설정, 운동지도, 목표에 따른 참
여자들의 성과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운동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체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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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동 콘텐츠도 다양한 확대가 필요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 연구
- 지체장애 및 보행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함.
-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운동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운동 중재프로그램을 수행한 연구를 검
토하여 운동 중재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
○ 심층인터뷰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연구참여자 22명을 모집하여 사전에 신체계측
과 설문을 실시하고, 신체상태에 따라 유사실험설계를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을 구분하였음.
-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6주간의 운동 중재프로그램(실험군: 온라인 화
상회의 앱을 활용한 운동지도 / 대조군: 2020년 기개발된 운동 영상 개별
시청 안내)을 실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였음.
- 6주간의 운동 중재프로그램 실시 후에 사후 신체계측 및 설문, 개별 심층인
터뷰를 실시하여 참여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 6주간의 운동 중재프로그램 실시 결과에 대한 운동지도자 및 연구진 회의를
2회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후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을 위한
운동 중재프로그램 진행 시 유의할 점 등을 자문받음.

Ⅱ. 주요 연구결과
○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 결과
- 보행에 제한이 있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장구
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들에 비해 운동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았음.
- 또한, 이들은 보장구에 의존적일수록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더욱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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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음. 즉,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신체 및 심리적인 차원의 건강
에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운동 참여방식도 제한적임.
- 이는 국내 장애인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과 노
인이 이동성 감소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American Association on Health and Disability, 2020).
○ 22명의 6주 운동 중재프로그램 전후 변화
- 운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참여 후 허리둘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고, 수축기혈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개선된 결과가 나타남.
- 또한, 그룹 내 사전과 사후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운동군의 경우 운동프로그
램 참여 전에 비해 체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양쪽 어깨의
관절가동범위(앞, 옆, 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음.
- 즉,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6주간의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
은 근력을 제외한 체중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며, 혈압, 유연성(관절가동범위)
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개별 심층면담 결과
- 연구참여자들의 운동 참여율이 참여 전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신체 및 개인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며, 2~3명은 시간이 없거나 건강 문
제로 참여가 어려웠다고 밝혔음). 이는 6주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크
게 나타나지 않았던 효과성 검증 결과를 보완적으로 확인함.
- 또한, 운동참여율 향상 뿐 아니라 활기를 되찾거나 숙면을 하게 되는 등 신
체 및 심리적 건강상태도 개선되었음. 또 다른 측면은 스스로 운동을 참여하
고자 했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 개선, 참여자의 운동 참여를 통한 가족 간의
유대관계 개선 등 개인 및 가족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도 포착되었음.

Ⅲ. 결론 및 논의
○ 지체장애인은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신체 상황(중증도, 운동 가능 부위)과 운
동 여건(외부활동 가능 여부,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 등)이 매우 다름. 이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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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당사자의 개별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온오프라인 병행, 개별 상담,
가정방문형 등)의 운동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및 보조 인력의 투입이 필요함.
- (그룹 운동 지원: 소규모) 장애인복지관 또는 보건소, 그 외 장애인 체육시설
에서는 신체 상태에 대한 계측 및 효과성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방향적이고, 일률적인 수업을 진행해왔음.
-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던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방식도 유사하게 개별적
인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웠음.
- 또한, 코로나19 이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거나 서비스 지원 대상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전반적인 신체활동 참여율이나 질적 수준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이에 의료인, 특수체육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전문 인력이 사전에 운
동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신체기능 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를 통해 잔존기능의 향상을 위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과 맞춤
형 운동 지원, 보조 인력의 투입 등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개별 운동 지원: 가정방문형)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경
우에는 가정방문형 운동 지도가 필요함.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소속 각 지역의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칭이나 자가운동법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
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헬스케어’ 사업을 수행 중임.
- 정보메신저 또는 동료상담가로 활동하는 척수장애인 1명과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1년에 약 4회에서 최대 6회까지 제공하고
있음.
○ 단기적인 운동지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운동 지원으로써 개별 상
태에 따른 운동단계별 지도를 통한 운동 수준 향상도 동반되어야 함.
- 지체장애인의 경우, 운동 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특정 종목의 단기성 수업이나 신체의 제약이 있다는 이
유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제한하는 초급 단계의 낮은 수준(예: 스트레칭)의
운동 지도나 운동 영상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특정 종목 중심으로 소수의 장애인 전문체육인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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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인 차원(생활체육인)의 수준별 운동 서
비스(예: 중급, 고급)에 대한 개발도 필요함.
○ 집단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한 시설 이용 제한이 계속 이어질 경우,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된 장애인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지도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함.
- 현재 일부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운동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튜브나 온라인 화상회의 앱
을 통해 운동이나 건강행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1개 이상 파악된 성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목표를 설정하고, 모바일과 스마
트 디바이스를 통해 약 6개월 동안 개인의 건강 습관을 개선하는 보건소 모
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음. 해당 사업의 경우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 포함
되어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건소 인력 확충을 통한 대
상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유사 사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 맞춤형 헬스케어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이 있음.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면접조사표를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취약하고, 건강 위험 요
소가 높은 노인을 선정한 후,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 전문 간호사의 월 2회
방문을 통해 당뇨나 혈압 측정 및 건강 식이요법 안내 등을 실시하는 시범사
업도 수행 중임.
○ 코로나19 이전까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방문재활서비스를 통해 방
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칩거장애인을 위한 운동을 지원(연간 최대 30인 미만)
하였으나, 현재 선별진료소 병행근무, 잦은 인력교체 등으로 실제 서비스 수혜
인원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 맞춤형 운동(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서
비스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활동 지원에 대한 욕구 조사, 실제
서비스 수혜 인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신체활동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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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운동 동기부여를 위한 소규모 네트워크 형성 지원이나 개인의 건강관리
를 통한 의료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
는 방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을 적극
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위드코로나 전환 시 장애인의 운동 지원을 위
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정책제안 및 반영
지체장애인들의 운동 참여 제한은 건강 악화 뿐 아니라 의료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
를 야기하므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이들의 건강 위협 문제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수행 가능한 비
대면 방식의 ICT 기반 헬스케어사업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온라인 기기나 유튜브 영상, 온
라인 화상회의 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운동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에 대한 효과성 검증
도 일부 축적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운동 중재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추후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보다
많은 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배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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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Non-face-to-face Exercise Intervention
Programs: Focusing on Physically
Disabled Persons
Summary
This study aims to examine effects of a 6-week non-face-to-face exercise
program on the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strength of physically disabled
persons using a wheelchair.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22 physically disabled
persons using a wheelchair (male: 7; female: 15; average age: 49.4±8.9), and they
were divided to the exercise group and control group at the ratio of 1:1. The
tests were conducted twice, pretest and posttest, to measure the height, weight,
body mass index, waist size, blood pressure, muscular strength, and flexibility. On
the exercise group, a non-face-to-face exercise program was conducted with a
trainer through a real-time video conferencing app (Zoom) for 6 weeks, 1 hour
each time, twice a week. On the control group, a URL for exercise videos was
shared with no particular exercise interven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llowing the 6-week non-face-to-face exercise program, the exercise group
showed reduced waste sizes at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value=.006). Second, following the 6-week non-face-to-face
exercise program, the exercise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on the shoulder range of motion compared to the condition before the exercise
program. In conclusion, the non-face-to-face exercise program applied in this
study demonstrated its positive effects on the body composition of physically
disabled persons using a wheelchair. Future research needs to verify the
long-term effects of the non-face-to-face exercise program, using randomization
of a large number of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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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Physically disabled persons’ limited practice of exercise not only deteriorates
their physical condition but also increases social expenses such as medical fees.
Accordingly, active support measures are needed in response to the health
threats due to the prolonged period of the COVID-19 pandemic. In this regard,
ICT-based non-face-to-face health care projects can be one alternative since
these can be provided for the health management of disabled persons with no
temporal or spatial limitation. Now that various forms of exercise programs are
developed and practiced in application of online devices, YouTube videos, online
video conferencing apps, etc., and their effectiveness has been also verified to
some ext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non-face-to-face exercise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 disabled. Accordingly, the future study needs to
verify the long-term effects of the non-face-to-face exercise program using
randomization of a large number of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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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강화 사업
강정배, 조윤화, 최승훈, 이수연

요약
현재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은 대부분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진행되는 교육이거나 대상이
장애인이더라도 화재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일부 진행된 가구 방문 혹은 온라인
교육은 일회성에 그쳐 불연속성을 띄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재난 안전 매뉴얼
5종을 개발하고 개발된 매뉴얼로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가정방문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시
범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대피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골자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매뉴얼 제작 건의 경우, 기존 3종을 포함한 총 5종을 개선
및 제작·완료하였음. 둘째,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 인지도 상승을 위해 전국 장애인활동보조
기관 및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 총 44,902부 배포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
음. 셋째, 장애인들의 재난대피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가 18인 섭외 후, 전국의 78인 장애인
당사자 가정 방문 및 재난 교육을 실시하였음. 본 사업 진행 결과, 파견 조사원들의 장애 이
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과 향후 장애인 재난대피계획 수립 희망자 모집 및 진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력풀 구축, 재난 교육 내용의 재구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진행을 위한 매
뉴얼 및 교육 관련 제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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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산업의 발달과 자연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자연 및 사회 재난이
증가하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
게 안전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은 재난상황에 대한
인지 및 판단, 대처 능력이 비장애인과 같을 수 없기에 피해 가능성이 큼.
- 자연재난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화재에 대한 인명 피해를 보더라도, 보험
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사망자 비율은 57.4%
로 전체 12.1%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오승연 외, 2018).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에 있
어 장애인이 더 취약함을 추정해볼 수 있음.
○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장애
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장애인 재난안전 매뉴
얼을 개발해왔음. 그러나 재난종류별/장애특성별 표준화된 매뉴얼 부재, 전문 용
어 위주, 비장애인 관점에서의 개발, 조력자 행동 지침 부재, 배포·교육·홍보 미
흡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실효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교육의 경우 소방청을 중심
으로 진행되는 안전교육과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점검을 대표적 사
례로 볼 수 있음.
- 2019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71곳을 방문하여 피난기구 사용법, 안전한 피난로 선택과 소화
기 활용 방법,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 방법 등 교육을 진행함.
- 이 외 장애인학교나 특수학급 등 총 102곳의 장애인 시설 대상으로 장애인
맞춤형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진행한 바 있음.
- 최근 2020년 시범사업으로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를 실시한 바 있는
데, 인력은 퇴직 소방관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가정 방문을 통해 화재 위험요
소 제거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기구 관리, 안전 교육 등 생활안전서비스를 제
공한 바 있음.
- 지자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안전취약 600가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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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분야별
전문 기술자가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가정 내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음.
- 2021년 서울시에서 전국최초 실시간 온라인으로 시민 대상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및 생활안전을 주제로 하는 3가지 재난안전체험을 운영하였음.
○ 앞서 정리한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 중 가정방문을 통한 재난교육이 5건 중 3
건으로 나타나 이미 관련 교육이 꽤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
대상에 비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어 장애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은 다소 부재한 편
이며, 교육이 일회성에 그쳐 불연속성을 띔.
- 일부 장애인들이 위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지적장애나 와상장애 등
특정 장애유형에는 교육 내용이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취약계층 교육 및 훈련은 장애포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을 요함.
○ 이에 따라 본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있음.
- 첫째, 장애유형별 특성을 포괄하는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를 개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기 제작된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재난 안전가이드 3종(이동의 어려움, 계단이동의
어려움, 시각정보 습득의 어려움)의 매뉴얼을 개선함.
- 둘째, 기 제작된 이동 어려움 등 3개 유형의 재난 안전가이드 수정과 보완을
진행하는 동시에 의미 이해, 의사소통의 어려움, 음성 이해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안전가이드를 개발해 전체 5종의 장애포괄적
재난 안전가이드를 제공함.
- 셋째,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 5종을 장애인 시설에 배포 및 홍보함.
- 넷째, 조사자 활용 매뉴얼을 개발해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의 효과성을 높임.
- 다섯째, 장애인 재난대피계획 시범사업을 수립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자 함.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첫째, 장애 포괄적 재난 안전가이드 5종을 개선 및 개발함.
- 기 제작된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 3종을 개선하고 2종의 가이드를 추가함.
-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는 2019년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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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를 시작으로 2020년 ‘계단이동 및 시각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
한 재난 안전가이드’ 2종을 포함해 총 3종의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를 제작
했음.
- 장애 포괄적 재난 안전가이드 마련을 위해 먼저 기 제작된 3종의 가이드를
수정·보완하고 ‘의미 이해 및 음성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가
이드’ 등 2종을 개발하여 당초 계획했던 5종 재난 안전가이드 개발을 완료하
고자 함.
○ 둘째, 조사자 활용 매뉴얼을 개발해 재난대피계획 시범사업의 질을 높이고 적용
의 지속성을 제고시킴.
- 장애인 재난대피계획 시범사업을 위해 가정방문하는 교육자용 재난 안전가이
드를 개발하고자 함.
○ 셋째, 개발된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가이드 5종을 홍보하고자 함.
-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보조기관, 복지관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함.
○ 넷째, 장애인 재난대피계획 시범사업 수립을 시행하고자 함.
- 개발된 장애유형별 재난 안전가이드를 활용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재난대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Ⅱ. 사업 결과
1. 매뉴얼 제작
○ 2021년 6월~11월 사이에 진행하였으며,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 5종 중 2종
개발, 3종 개선, 그리고 조사자용 가이드를 개발하였음.
○ 재난 안전가이드는 재난 대비 기본 준비사항, 재난 대비 계획 체크리스트, 재난
대비 자가진단 리스트, 재난 발생 시 대응 요령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파트별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단, 내용은 가이드 유형별로 조금씩 상이하며, 이동
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가이드 기준으로 재난 안전가이드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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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재난 안전가이드 구성
재난 안전가이드 구성

내용

재난 대비 기본 준비사항

이름, 장애상태, 지원자, 주 진료병원, 이동방법, 이동 시 주의사항, 집안
위급상황 발생 시 연락망

재난 대비 계획 체크리스트

대피 시 도와주는 사람 지정 여부, 재난 장소나 대피 상황별로 도움을
요청할 기관/사람 유무,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소화기, 완강기 사용 가
능 여부, 대피경로, 방법 연습 여부, 재난 관련 용품, 문서 개인용품 유
무, 재난 물품 가방을 눈에 잘 띄고 꺼내기 편한 곳 비치 여부, 대피 시
2차 사고 방지 방법 인지 유무, 소방서 등 공공기관 등록 여부

재난 대비 자가진단 리스트

화재대비, 가스 사고 대비, 전기사고 대비, 지진대비, 태풍 대비, 폭염대
비, 황사·미세먼지 대비, 한파 대비

재난 발생 시 대응 요령

대피 시 이동방법, 화재 시 대응, 가스누출 시 대응, 정전 시 대응, 지진
시 대응, 태풍 시 대응, 폭염 시 대응, 황사·미세먼지 시 대응, 한파 시
대응 등

○ 조사자 활용 매뉴얼은 위에 제시된 재난 안전가이드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뉴얼 소개 및 조사 안내사항, 재난 취약특성별 안내사항, 가이드 종류, 가이
드 구성 소개, 부록으로 되어 있음.
<표 25-2> 조사자 활용 매뉴얼 구성
구성

내용

매뉴얼 소개 및 조사
안내사항

-

재난 취약특성별 안내사항

장애공통사항, 이동의 어려움, 계단이동의 어려움, 시각정보 습득의 어려
움, 의미 이해 어려움, 음성 의사소통 어려운 대상에 대한 소개

가이드 종류

가이드 5종 소개

가이드 구성 소개

가이드 구성 및 활용 안내, 재난 발생 시 대응 요령 안내, 재난 대비 기본 준
비사항 작성, 재난 대비 체크리스트 작성, 재난 대비 자가진단 작성

부록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

○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5-3> 매뉴얼 제작/개선 성과
회차

가이드명

제작/개선

1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가이드

개선

2

계단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가이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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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가이드명

제작/개선

3

시각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가이드

개선

4

의미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가이드

제작

5

음성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가이드

제작

6

조사자 활용 매뉴얼

제작

2. 매뉴얼 홍보
○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 5종을 2021년 10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전국장애
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활동보조기관 831개소, 일부 장애인복지관 115개소
에 홍보한 바 있음.
- 총 946개소, 44,902부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 배포하였음.
<표 25-4> 배포 내용
발송처

배포 자료

공문 발송 일시

공문 내용

총 831개소
2021년 10월경 대표
재난 안전가이드 홍보 및 활용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차
이메일로 전송 및 재난 안전가이드 활용방안 의견 청취
111개소,
장애인 재난
개인별 재난대피계획 수립 희망자 모집
안내 전화
활동지원기관 720개소) 안전가이드 5종
총 115개소
(장애인복지관)

2차

2021년 12월
우편으로 발송

재난 안전가이드 홍보 및 활용

3. 장애인 재난대피계획 수립 시범사업
○ 개발 및 개선된 장애인 재난 안전가이드를 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장애인 가
정방문을 통해 재난대피 교육을 진행하였음.
- 2021년 11월~12초에 개인별 대피 교육을 진행하였음.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소방학과가 있는 약 70개의 학교에 전자공문을 발송
하였고, 중도 탈락자를 제외한 18인을 조사자로 선정하였음.
- 대피계획 수립 희망자 대상의 경우,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보
조기관에서 총 78인이 지원하였고 모두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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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5> 조사원 조별 구성 및 방문지역
구분

가정방문지역

당사자 수

개발원 연구진

서울

1명

1조

대구

10명

2조

전남 광양, 완도

9명

3조

서울, 경기

11명

4조

서울, 경기

8명

5조

경기

9명

6-1조

부산

7명

6-2조

부산

14명

1)

7조

경기

8명

합계

77명

주:1) 시범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연구진 3인이 먼저 가정방문에 투입됨.

○ 교육 완료 후,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사자 대상으로도 만족도 조사하였음.
<표 25-6> 만족도 조사내용
만족도 조사지 유형

내용

당사자 대상 조사

본 프로그램 시간 횟수 적절 여부, 재난대피 능력 향상 여부, 프로그램 구성 만
족도, 조사원들의 전문성, 조사원들과의 의사소통 원활, 본 프로그램 추천 의향,
향후 유사프로그램 참여 의향

조사원 대상 조사

대피 교육을 위한 사전 조사원 교육시간 및 회기의 적절성 여부, 장애인 대상 대
피 교육시간의 적절성, 장애인 대상 대피 교육을 위한 조사원 인력(2명)의 적당
여부, 본 교육이 장애인 대상자가 재난 및 위험 상황에서 도움 여부, 교육하는데
소통이 가장 어려운 장애유형 유무,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장애유형, 향후 조사원
참여 의향

- (당사자 만족도 주요 결과) ‘교육 후 재난대피 능력 향상 여부’에 대해 질의
한 결과, ‘그렇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 중 94.8%로 나타남.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93.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향후 유사프로그램 참여 의사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참여 장애인 중
92.3%가 유사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자 만족도 주요 결과) 본 교육이 장애인 대상자에게 ‘재난 발생 시 도움’
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비율’이 88.89%로
나타났음. 교육을 진행하면서 조사원 중 11명이 의사소통에 어려웠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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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대상자들은 지적장애 66.67%, 뇌병변장애
50.0%, 발달장애 25.0%, 지체장애 25.0% 순으로 나타났음.

Ⅲ. 결론 및 제언
○ 현재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은 대부분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진행되는 교육이거
나 대상이 장애인이더라도 화재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뤘으며, 일부 진행된 가구
방문 혹은 온라인 교육은 일회성에 그쳐 불연속성을 띄는 등의 한계점이 있음.
○ 이에 장애인 재난 안전 매뉴얼 5종을 개발하고 개발된 매뉴얼로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가정방문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대
피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골자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음.
- ‘21.10. 전국 장애인활동보조기관 및 자립생활센터 약 850개소, 일부 장애인
복지관 115개소 등 총 946개소, 44,902부 배포 및 본원 홈페이지 게시
- ’21.11.~12. 전문가 18인 양성 후, 전국 78인 장애인 당사자 가정 방문 및
재난 교육 실시
- 시범사업 참여자 만족도 주요 결과, ‘교육 후 재난대피 능력 향상 여부’에 대
해 질의한 결과, 전체 중 94.8%의 장애인이 ‘그렇다’고 응답함.
○ 향후 유사 사업을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
이 필요함. 먼저, 파견 조사원들의 장애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
어야 할 것으로 봄.
- 본 조사에 투입된 인력은 모두 소방학 관련학과 대학생으로 재난 안전과 관
련된 본 매뉴얼에 삽입된 기본내용을 전달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음.
- 단, 조사원들의 경우 보통 장애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으로 장애에 대한 사
전교육을 진행했으나, 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장애유형을 가진 당사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가령, 지적장애인 대상 교육 진행시,
조사원들의 설명이 어려웠고 본 교육 외 재난 관련 질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
지 못했다는 등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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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이해도가 높은 재난 안전 전문가를 조작화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한 직
무를 가진 직군도 찾아보기 어려움.
- 따라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사원과 대상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
해 가정방문 전, 사전 교육의 질을 높여 가정방문 교육의 질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둘째, 장애인 재난대피계획 수립 희망자 모집 및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체계적인 인력풀이 필요해 보임.
- 상술하였듯, 금 번 시범사업에서는 지리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재난
안전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소방학 관련 대학생을 섭외하여 진행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규모의 사업은 본원의 연구진 관리 하에 진행이 가능하고 향
후 큰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에 향후 동 사업 진행 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안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 및 용역 발주하여 사
업을 진행해야함.
- 최종 선발된 기관은 개발원에서 진행했던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향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과 교육
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함.
○ 셋째, 교육내용의 재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장애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여 유형별 적합한 매뉴얼 내용을 다루긴 했으나,
좀 더 장애 특성에 부합한 내용 구성이 필요함. 가령, 지적장애인인 경우, 지
적장애인 대상 매뉴얼이 있지만, 다소 어렵다고 의견을 받은 바 있음. 또한,
활동지원사 혹은 가족돌봄제공자 등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
봄제공자와 같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가령, 와상장애인 당사자도 재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이동하기
에는 한계가 있기에 돌봄제공자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함.
- 현재 매뉴얼 주요 구성 내용은 재난 대비 기본 준비사항, 재난 대비 계획 체
크리스트, 재난 대비 자가진단 리스트, 재난 발생 시 대응 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재난대피 관련 내용으로는 화재, 가스사고, 전기사고 등이 있는
데, 현 상황에서 좀 더 필요로 하는 코로나 예방이나 지하철 사고, 그밖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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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예보, 폭설 등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당사자 만족도 조사 방법의 수정이 필요함. 이번 사업에서는 교
육 완료 직후 조사원이 참여당사자에게 만족도 조사지를 받도록 하는 구조였
음. 본 연구진은 중증장애인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나, 프로그램 질 재고를 위한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는 설문방식
의 고민이 필요함.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사업은 장애인 재난 안전 매뉴얼 5종을 개발하고 개발된 매뉴얼로 재난에 취약한 장애
인 가정방문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대피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골자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음. 본 사업 진행 결과, 향후 유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는 파견 조사원들의 장애 이해도 증진을 위한 중점적인 교육이 필요함. 또한, 향후 장애인 재
난대피계획 수립 희망자 모집 및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체계적인 인력풀과 재난 교육
내용의 재구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진행을 위한 매뉴얼 및 교육 관련 제도 구축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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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 Project to Improve Disaster Safety
Countermeasures for the Disabled
Summary
The current disaster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re conducted
mostly among non-disabled persons, and even if they are mainly for disabled
persons, the focus is on fire events. Some home-visit or online education
programs are conducted merely once and not continued in general.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5 disaster safety manuals for the disabled,
and by using these manuals, to help disabled persons improve their ability to cope
as they participate in the pilot project of home-visit education for disabled
persons vulnerable to disasters. Major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5 manuals
including the contents of existing 3 were upgraded and completed. Second,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guidelines for the disabled, 44,902
copies of the manuals in total were distributed among activity support service
centers, independent living centers, and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round
the country. They were posted on this organization’s website as well. Third, 18
experts were invited to help improve disaster coping abilities of disabled persons,
and they visited 78 disabled persons around the country and conducted disaster
education programs. Resul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In order to promote
dispatched surveyors’ understanding of disability and to induce many to establish
and conduct disaster evacuation plans for the disabl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uman resource pool systematically, reorganize the
contents of disaster education, and develop manuals and education-related
systems for long-term and well-organiz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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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This project was conducted to develop 5 disaster safety manuals for the
disabled, and by using these manuals, to help disabled persons improve their
ability to cope as they participate in the pilot project of home-visit education for
disabled persons vulnerable to disast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project,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esented for similar projects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conduct education to improve dispatched surveyors’ understanding
of disability. To induce many to establish and conduct disaster safety plans for the
disabl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uman resource pool more
systematically than now, reorganize the contents of disaster education, and
develop manuals and education-related systems for long-term and well-organiz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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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팬데믹 시대(COVID-19)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조향숙, 김민경, 최미영, 정영규

요약
본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팬데믹 시대에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어
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변화된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욕구에 부
합하는 서비스의 방향과 내용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하여 전국의 발달장애
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와 지면설문지 배포 및 회수 방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는 양적조사, 5개 지역 발달장애인 부모 및 당사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질적 조사
방식을 실시함. 설문지에서는 건강, 일상생활 변화, 사회적 관계, 취업, 복지서비스 이용, 정
보 획득, 건강과 돌봄, 일반적 사항 등 9개 영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초점집단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코로나19로 힘든 점, 코로나19에 대한 정
보 취득 등을 주제로 자료를 수집함. 본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의 건강문제 심화와 병원이용의
어려움, 도전적 행동의 증가, 여가활동의 축소, 일상생활기능의 악화, 사회적 관계 단절, 복지
서비스 중단, 보호자의 우울감 증가 등이 확인되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전적 행
동 중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 돌봄서비스 유지 대안 마련, 보호자 심리지원, 개인별
지원계획, 발달장애인 특화병상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할 것임.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인을 제외하여 발달장애인 전체를 대변하기 어려우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편의표집
으로 설문을 진행했다는 한계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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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그동안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재활, 복지서비
스에 대한 의존이 높았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
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장애 아동의 경우 전염병 유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위험성이 더 높으며, 자
폐성 장애 아동은 일상생활의 변화에 특히 민감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중된 돌봄 부담으로 동반자살을 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복지서비스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변
화해야함을 보여줌.
○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선행연
구가 부족함.
○ 실제 팬데믹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보내는지, 변화된
요구는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양적조사: 구조화된 설문조사(대면용 종이설문, 비대면용 온라인설문)
- 전국의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
- 총 9개의 설문 영역으로 세부내용은 연구방법 참조
- 데이터 확보와 접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편의표집 방식을 차용하여 설문 진행
○ 질적조사: 초점집단 인터뷰(FGI)
- 5개 지역 발달장애인 부모 및 당사자와의 개별 심층인터뷰 수행
- 일상생활의 변화, 힘든 점, 정보 취득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 진행
○ 정부 방역지침, 신문기사, 사회보장통계 분석,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자료 보충
○ 돌봄제공자, 시설거주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

316

2021 KODDI 연구요약집

Ⅱ. 발달장애인 현황과 팬데믹 시대 장애인 돌봄 대책
1. 전국 발달장애인 현황
○ 전국 발달장애인 추이(2013 ~ 2021. 1.): 발달장애인은 매년 증가세로 최근
2013년 대비 약 26.09% 증가, 등록장애인 수는 2013년 대비 5.26% 증가
○ 연령대별 등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현황: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전체 발달장애
인의 75.3% 차지

[그림 26-1] 연령별 등록장애인, 발달장애인 현황

2. 팬데믹 시대와 장애인 돌봄
○ 팬데믹(COVID-19)으로 인한 장애인 돌봄 체계 멈춤

[그림 26-2] 코로나19 확산시기별 장애인 돌봄 대응 현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종 돌봄시설 휴원 및 긴급돌봄 체계 전환,
돌봄 서비스의 정상 제공 조치 시행

26. 팬데믹 시대(COVID-19)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317

- 감염우려 등으로 돌봄시설 이용률이 평시 대비 10~30% 수준까지 감소
- 지역별 확산 수준 및 위험도가 상이한 상황에서 중앙 위주의 일률적인 거리
두기 조치,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문제 대두
- 대응시스템 및 매뉴얼이 부족하며,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제한된 정보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돌봄 대응 원칙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돌봄시설별 · 지역별 운영지침 발표(‘20. 11. 11.시행)
⋅ 3단계 이전까지는 철저한 방역하에 돌봄시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3단
계에서도 긴급돌봄은 제공
⋅ 돌봄시설을 필수 · 여가시설로 분류, 거리두기단계에 따라 운영지침 제공
- 장애인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정책 제시(‘20. 11. 27)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1:1 서비스 이용 가능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21. 1. 11. 시행) 등

Ⅲ. 연구 방법
1. 양적조사
○ 연구방법
<표 26-1> 연구방법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 발달장애인 주 보호자 및 당사자 1,0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 실시(온라인, 지면설문 병행)

회수설문

온라인 설문 437부, 지면 설문 361부 총 798부 회수

실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777부(97.4%)

조사내용

건강, 일상생활 변화, 사회적 관계, 취업, 복지서비스 이용, 정보 획득,
건강과 돌봄, 일반적 사항

조사기간

4주간(2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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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 구성내용
- 설문지는 총 9개 영역으로 구성
- 각 영역은 내용을 세분화하여 팬데믹 시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 실태와
복지지원체계 작동 여부, 서비스 욕구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표 26-2> 설문지 문항 구성
영역

1. 건강

2. 일상
생활 변화
3. 사회적 관계
당사자
4. 취업

5. 복지서비스

1. 코로나19 정보

보호자
2. 건강과 돌봄

문항내용

문항수

응답방법

건강상태

4

병원이용 관련

2

심리적 어려움

2

리커트 척도

도전적 행동 (전/후)

12

리커트 척도

낮시간 활동(전/후)

2

여가시간 활용(전/후)

1

일상생활 능력 변화(전/후)

12

사회적 관계(전/후)

6

선택형

취업여부와 형태

2

선택형

일 중단

3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일 중단 후 생활변화

1

선택형

일 중단 인식, 도움요청여부

3

선택형

코로나19 불편한 점

1

순위형

자녀 관련 걱정

6

리커트 척도

복지서비스 이용 상태(전/후)

4

선택형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생각

1

기입형

가장 필요한 서비스

1

순위형

정보 획득 관련

3

선택형,
리커트 척도

발달장애인 상담센터 인지

1

선택형

발달장애인과 코로나19

1

리커트 척도

신체적 건강상태

1

정신적 건강상태

1

리커트 척도

돌봄의 수준 변화

2

선택형

일일 돌봄시간(전/후)

4

기입형

양육스트레스 척도(전/후)

42

리커트 척도

심리적 어려움

1

선택형

우울척도(전/후)

18

리커트 척도

돌봄 관련 (공식, 비공식 지원)

6

선택형

노력 요청사항

1

기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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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내용

문항수

응답방법

당사자

일반적 사항

성별, 출생년도, 장애유형, 최종학력, 수급여부,
결혼, 거주지역, 도시 구분, 가족 등

11

선택형,
기입형

보호자

일반적 사항

성별, 출생연도, 관계, 직업유무, 근무형태,
공적부조, 가구 전체소득, 장애인 수 등

9

선택형,
기입형

2. 질적조사
○ 본 연구 FGI에 참여한 당사자는 자기표현과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성인 발
달장애인으로 지역별로 1명씩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추천 받아 진행
○ 본 연구 FGI에 참여한 보호자는 총19명이며 5개 지역에서 참여자를 모집
- 한 지역에 4명을 기준으로 발달장애성, 장애 유형,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표집

Ⅳ. 연구 결과
1. 발달장애인과 코로나19
○ 발달장애인의 건강
- 설문조사결과 발달장애인의 코로나19 이후 건강문제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
향에 ‘매우 영향 있음’이 34.4%, ‘상당히 영향 있음’이 24.4% 응답
- 발달장애인의 건강문제가 심화되었고, 병원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전적 행동의 빈도와 강도 증가, 도전적 행동 발생, 역기능적 패턴의 형성
<표 26-3> 코로나19 이후 도전적 행동 발생 증감
구분

코로나19이전 (%)

코로나19이후 (%)

증감(%) [이후-이전]

상동 행동

80.8

83.4

2.6

자해 행동

60.2

65.1

4.9

타해 행동

56.6

64.1

7.5

충동적 행동

77.4

81.9

4.5

정서불안 행동

82.9

88.7

5.8

폭식증

72.2

76.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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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변화
- 코로나19 시기 이후 ‘집에서 지냄’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돌봄시설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률이 감소함.
- 집에서 지내는 이유는 ‘코로나19로 휴관해서’가 62.9%, ‘코로나19 감염위험
때문에’ 52.3%, ‘갈곳이 없어서’ 20.7% 순으로 응답함.
- 코로나19 시기 이후 TV, 유튜브 시청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컴퓨터 및 핸드폰
게임, 휴식 등 집안에서의 내부 활동이 증가하는 반면, 외부 활동비중은 감소함.
- 코로나19 시기 이후 ‘일상생활 능력 어려움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심화됨.
- 코로나19에 맞는 패턴을 새로 구조화하면서, 일상의 틀이 깨짐.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 코로나19 시기 전후 외출, 이웃·친구 교류 횟수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감소함.
- 코로나19 시기 전후 발달장애인의 돌봄자원을 비교하면, 코로나19 시기 이
전 ‘부모’가 53.8%, 이후에도 ‘부모’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없음’의
경우는 코로나19 시기 이전 3.3%에서 이후 8.2%로 증가하여 돌봄 공백 현
실을 반영함.
- 가족 내에서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이용자 돌
봄에 어려움이 있어 가족에 대한 실망을 하였으며, 당사자 형제간 갈등도 심화됨.
○ 발달장애인의 취업
- 코로나19로 인한 일 중단 여부는 도시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일이 중단될 경
우 ‘경제적 어려움’ 보다 ‘사회적 교류의 단절’이 일상의 변화로 인식되었음.
- 근로중단과 근로단축을 경험한 발달장애인은 중단(또는 단축)기간이 계약기간
에 산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호소함.
- 보호고용이나 복지기관의 공공형일자리에서 발달장애인만 근로중단이나 근로
단축을 경험하여 차별이 발생함.
○ 복지서비스 관련
<표 26-4>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불편한 점
구분

1순위 (n=772)

2순위 (n=767)

×200

×100

전체
(n=1,539)

비율
(%)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의 어려움

24

4,800

9

900

5,700

2.5

주간보호, 복지관 등 복지기관
서비스 이용제한

226

45,200

99

9,900

55,100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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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위 (n=772)

2순위 (n=767)

×200

×100

전체
(n=1,539)

비율
(%)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답답함

271

54,200

271

27,100

81,300

35.2

학교 및 기관 미 이용으로 인한 가정 내
돌봄

150

30,000

116

11,600

41,600

18

경제적 어려움

28

5,600

48

4,800

10,400

4.5

감염에 대한 불안감

65

13,000

194

19,400

32,400

14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의 어려움

0

0

5

500

500

0.2

병원 이용이 원활하지 않음

6

1,200

20

2,000

3,200

1.4

기타

2

400

5

500

900

0.4

772

154,400

767

76,700

231,100

100

합계

<표 26-5> 코로나19 시기 필요서비스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300

×200

×100

전체(n=
2,272)

비율
(%)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이해하
기 쉬운 정보제공

89

26,700

21

4,200

33

3,300

34,200

7.5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지원

44

13,200

60

12,000

30

3,000

28,200

6.2

확진 시 격리와 이용 가능한 병
191
원안내 및 신청, 동행서비스

57,300

102

20,400

78

7,800

85,500

18.8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 심리정
서적 지원

37

11,100

49

9,800

48

4,800

25,700

5.6

긴급 돌봄

77

23,100

72

14,400

42

4,200

41,700

9.1

활동지원시간, 주간활동급여
추가 확대

69

20,700

73

14,600

64

6,400

41,700

9.1

개별화 된 1:1 또는 소규모
대면 서비스

45

13,500

49

9,800

42

4,200

27,500

6.0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활용지원

15

4,500

35

7,000

29

2,900

14,400

3.2

가정 내 돌봄꾸러미 물품지원

12

3,600

36

7,200

49

4,900

15,700

3.4

낮 활동 서비스

77

23,100

69

13,800

72

7,200

44,100

9.7

가족휴식지원

22

6,600

41

8,200

58

5,800

20,600

4.5

도전적 행동 감소 위한 지원

15

4,500

29

5,800

27

2,700

13,000

2.9

방문형 재활치료서비스

10

3,000

20

4,000

28

2,800

9,800

2.1

찾아가는 돌봄

52

15,600

61

12,200

58

5,800

33,60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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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300

×200

×100

전체(n=
2,272)

비율
(%)

발달장애인 대상 심리정서적 지원

6

1,800

35

7,000

77

7,700

16,500

3.6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돌봄지원

3

900

8

1,600

13

1,300

3,800

0.8

760

152,000

748

74,800 456,000

합 계

764 229,200

100

- 코로나19 시기에 학교나 민간바우처 보다 복지관이 굳건하게 문을 닫아, ‘대
면’이 중요한 발달장애인의 옹호를 해주지 못함.
- 중증일수록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어려움 있었으며, 정보통신기기
를 활용한 언텍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2.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코로나19
○ 코로나19 정보 관련
-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원서비스 등 정보 제공받은 경험 여부는 유사함.
- 제공된 정보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반영 되지 않았다’가 47.9%로 가장 높음.
- 장애아동 출석 수업 결정 여부가 ‘학교재량’이며,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
고 있지 않아 출석 수업을 학교와 의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함.
- 성인기발달장애인은 소속된 학교나 조직이 없을 경우 스스로 정보수집이 어려움.
- 중증장애인일수록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고, 관련 정보를 찾을 수가 없음.
- 서비스 정보를 공무원들이 모르며, 부모조직이 그나마 코로나19 정보를 제공함.
○ 보호자 건강과 돌봄 관련
- 가족의 평일 돌봄시간이 코로나19 이전 8.7시간에서 이후 13.6시간으로 증가함.
- 장기간 돌봄에 따른 휴식부족, 심리적 소진 경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함.
- 자녀 살해 후 자살을 하는 극단적 선택에, FGI참여자들이 그 마음에 깊은 공
감을 하고, 참여자들 대부분도 우울함을 깊이 느끼고 있음.
- 코로나19 시기를 지내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므
로, 부모상담과 심리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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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 발달장애인의 건강 문제 심화와 병원이용의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된 생활을 하면서, 신체적으로는 당뇨, 고혈압, 뇌전
증, 허리통증, 면역력 저하, 비만과 같은 문제가 심각해짐.
- 도전적 행동(자해행동, 상동행동)이 증가하였으며, 일상수행기능이 퇴행됨.
- 강박증, 불안, 집착, 무기력,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 단절의 문제가 발생함.
- 감염위험, 마스크착용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이용에 불편함이 높아짐.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증가
- 도전적 행동의 증가가 가족을 극한 상황으로 몰았고,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함.
- 도전적 행동 중 타해 행동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코
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해짐.
○ 발달장애인 여가활동의 축소와 일상생활기능의 악화
○ 사회적 관계의 축소 및 단절 심화, 발달장애인의 일 중단은 곧 일상의 차단
○ 교육, 돌봄, 복지서비스의 중단
-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복지 · 돌봄기관이 일괄적으로 수행한 일은 ‘중
단’으로, 유치원은 5.93개월, 학교는 5.82개월, 복지관은 5.73개월까지 중단
- 가족에게 돌봄뿐 아니라 교육과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까지 전가
- 방역도 중요하지만, 감염되지 않게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방임
○ 공급자 지원방식, 수요자중심 직접지원에 따른 서비스 중단률의 차이
- 이용시설 중단비율: 복지관 87%, 주간보호시설 73%, 직업재활시설 75%
- 전자바우처 사업 중단비율: 주간 · 방과후보호시설 66%, 활동지원서비스
31%
- 수요자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중단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발달장애인 자가격리 및 확진 시 긴급돌봄체계 미비
-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 심리적 건강문제가 심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
비스 이용을 위한 병원 이용은 더욱 어려워짐.
- 당사자나 가족, 주돌봄자가 자가격리나 확진된 경우 대책 미흡
-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과 연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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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비대면 방식보다는 최소접촉 대면방식 선호: 비대면 온라인 방식은 보조
적으로 사용하고, 소그룹의 대면 활동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 증가
○ ‘발달장애인의 권리 VS 종사자 및 전문가의 권리’ 윤리적 상충: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우선하면서 서비스 제공과
정 중 제공자들의 건강, 위험예방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시대에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전적 행동
중재 지원, 사회적 돌봄유지를 위한 대안 마련,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서
비스 지원, 방역지침에 미뤄진 발달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달장애인에게 적합
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을 통한 서비스 변경
권한 부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병상 및 지원인력 수급, 코로나19 돌봄의 형태와 예산지
급 방식 변화 등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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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Changes in Their Service Needs in
the COVID-19 Pandemic Era
Summa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iving conditions and need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in the pandemic era after
the wide spread of COVID-19 since 2020, and to propose suggestions regarding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services to meet their needs. To this end, a
quantitative survey was conducted by means of online and paper questionnaires
distributed and collected among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guardians around the country. Additionally, a qualitative survey was followed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with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s in 5 main regions. The questionnaire items were classified into 9
categories: health, changes in daily life, social relationship, employment, use of
welfare services, acquisition of information, health and care giving, and other
general aspects. In the focus group interviews, data were collected mainly
regarding changes in daily life due to COVID-19, challenges related to COVID-19,
acquisition of information on COVID-19.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suffering from the following problems:
deteriorating health condition, difficulties in using hospitals, increase of
challenging behaviors, reduction of leisure activities, weakening of daily life
functions, isolation from social relationships, suspension of welfare services,
increase in depression among guardians, etc. To resolve such issues, the following
are suggested: training and use of experts in interventions for challenging
behaviors, solutions to maintain care giving services, psychological support for
guardians, individual support plans, sickbeds dedicated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vision of more workforce.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difficult to represent the entire popul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ince those stay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ere excluded. In addi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in a way of
convenience sampling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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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roposal and reflection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suppor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in the pandemic era: support for
interventions for challenging behaviors, solutions to maintain care giving service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guardians, human rights monitoring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ich has been pushed back on the
priority list due to quarantine guidelines, the need to provide an online platform
to provide appropriate and accurate information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mpowerment of service change through individual support plan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ickbeds dedicated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vision of more workforce, changes to the types of
care giving and budget allotment policies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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