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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허스트 종단연구: 과학과 공공정책
이번 장에서는 과학, 법, 공공 정책에 대한 네 개의 짤막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첫째, 발달 및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탈시설화에 대한 진정한 첫 과학적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이것은 과학자, 변호사, 정책입안가들이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한 내부인의 관
점을 담고 있다. 둘째, “사람들의 삶은 더 나아졌는가?” 그리고 “삶이 나아진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연구는 어떤 것을 밝혀냈는가? 발견된 내용을 보고 주요 조사자는 상
당히 놀랐다. 셋째, 이러한 발견사항들이 시간과 과학적 복제의 시험에 견딜 수 있었는가? 이후 연
구에서 밝혀진 바는 주와 국가를 막론하고 상당한 일관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 및 실행에 영향을 미쳤는가?

1. 연구 이야기
연구 이야기의 첫 부분은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었다. 나는 1974년 템플
대학의 새로운 발달장애센터에서 일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로 이사하기로 했다. 그 당시
1974년은 Terri Lee Halderman과 펜허스트에서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여 David Ferleger가
펜허스트 소송을 막 제기한 때였다. 1968년 있었던 필라델피아 텔레비전 폭로 덕분에 (제5장 참조)
템플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펜허스트의 상황이 끔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폭로는
템플의 새로운 학문센터의 창립자였던 우리에게 펜허스트와 그와 유사한 곳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
해 과학자로서 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다.
우연히 나는 그 시설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 1970년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
마자 새로운 연방법인 1970년의 발달장애법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연구를 맡았다. 내가 일하던
컨설팅 회사는 그 당시 “정신지체”라 불리던 법을 확대하여 뇌성마비, 간질 및 관련 증상들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유치원,
학교, 낮 프로그램, 보호 작업장, 보호소, 특수 재가시설 등으로부터 서비스와 지원을 받는 수천 명
의 사람들의 특징과 필요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좋은 설문조사 방법은 우리가 우편으로 받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회사 구
성원 중에서 대학에서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시설의 대표 표본을 모
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검증”)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우리는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의
디렉토리를 취하고 각 시설들이 동일하게 선택될 확률을 가지도록 50개 시설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
법을 고안했다. 이것이 바로 무작위 추출의 정의이다. 컨설팅 회사의 5명의 연구원은 무작위로 추출
된 시설을 10개씩 분담하여 직접 방문했다. 내게 할당된 시설 중에는 그 당시 “펜허스트 주립학교
병원(Pennhurst State School and Hospital)”이라 불리던 시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1971년 나는 워싱턴
에서 펜실베니아 스프링 시티까지 운전해서 갔고, 직접 그 상황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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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곳에서 나는 1968년 Bill Baldini의 폭로 “어린 아이들의 고통”(제5장 참조)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진 믿지 못할 상황들을 직접 목격했다. 이전에 이러한 경험이 없었던 젊은이였던 나에게 그곳을
방문한 것은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다.
1974년 나는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펜실베니아에서 펜허스트는 여전히
핫 토픽이었다. 미국 재활서비스청의 국장을 역임했던 Edward Newman 박사의 지휘 하에 새로운 템
플대학 발달장애센터(Developmental Disabilities Center, DDC)는 법적옹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Feleger 변호사와의 회의가 주선되었고, 그 이후에는 필라델피아 공공이익법률센터에서 근무하는 그의
동료들과도 회의를 했다. 우리의 목적은 펜허스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센터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 당시 전개되고 있던 법적, 사회정책적 싸움에서 연구센터가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은 사실
에 입각한 증거를 수집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목격자를 제공하는 등 상황과 해결방법에 대한 객관
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내놓는 일이었다. 그 당시 막 설립된 발달장애센터의 소장과 직원들은 그
러한 분석을 제공한다는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였다.1)
따라서 매우 젊은 나이에 나는 템플대학의 DDC 연구 관리자라는 공식적인 명함을 가지고 펜허
스트 소송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내 생각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펜허스트의 사람들의
삶의 질과 이들에게 제공되었던 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었다. 그 당시 펜허스트에 머물
렀던 사람은 1,240명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했고 124명의 “단순 무작위
표본”을 추출했다. 그 당시에 표본에 있는 각 환자에게 요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에 요
청한 것은 완전한 “환자기록”이었다2).
환자기록은 법원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입증된 다수의 증거들을 제공했다. 1976년부터
1977년까지 수개월 동안 템플에 있는 교직원, 직원,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연구 보조로 구성된 팀은 연
속적으로 124개의 기록을 분석했다. 우리는 센터에서 문이 잠긴 회의실에서 일했다. 변호사들이 우리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법적인 사고와 사회과학적 사고를 교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우리 센터를 방문했
다. 이 모든 활동은 기록에서 질과 안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추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검토를 통해 우리는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경우를 추출했다. 우
리는 지난 10년 동안 1년에 한 사람에게 3분 동안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의사의 진료가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검토를 통해 우리는 모든 가활(habilitative) 프로그램과 각 개인에 대한
목표를 목록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양치하기 프로그램이 매우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
기에 거주했던 사람 중 절반 정도는 이를 닦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한 동료는 이가 없는

1) 우리 윗선의 대학 관리자들은 주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확신이 없었다.” 결국 템플 대학은 그
자체로 준 주립기관이고 주된 재정지원도 주에서 지원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구의 자유라는 주장과 우리 자금지원
은 주로 연방에서 지원된다는 사실을 들어 우리는 주장했고 결국 설득할 수 있었다.
2) 어떻게 이러한 기록을 입수했는지는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이다. 법원은 증거의 “발견” 과정에서 사법부에 도움을 요청
했다. 사법부에는 연방 수사국(FBI)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FBI 요원들은 완전한 법적 영장을
가지고 펜허스트에 등장하여 124명의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다. 그리고 요원들은 환자기록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
으로 남겼다. 어떤 환자의 경우 40년 이상 펜허스트에 머물러 그 기록이 1,000페이지에 달했다. 사진 필름은 다시 워
싱턴으로 가져와 8 x 12 크기의 사진으로 인화하고 종이에 한장 한장 복사했다. 124명의 환자에 대한 기록 사본이 마
침내 법원 직원에 의해 템플 대학으로 전달되었다. 그 비용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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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양치하기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124개의 기록을 세 번째
살펴보면서 실제 이가 있었던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양치하기를 배운 사람들
중 3분의 1 정도는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중에 법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펜허스트에 있던 사람들의 이를 모두 뽑는 것은 수십년
동안 보편화된 일이었다. 그것은 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문
사람은 처벌과 교육을 받지만, 동일한 사람이 다시 무는 행위를 하는 경우 펜허스트의 치과의사는
모든 이를 발치했다. 이렇게 이가 없는 사람들도 양치하기 프로그램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펜허스
트에서 진행된 소위 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거짓인 경우가 있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표본조사에서 밝혀진 내용 중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독립적인 기능적 기술의 상실과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보고였다.
스스로 돌보기, 독립적인 기능, 기능적 역량 등을 포함하는 “적응행동”에 대한 평가척도를 이전에
검토했을 때, 나는 지난 수십년 동안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이 Edgar Doll이 개발한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척도(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 (Doll, 1936)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인랜드 척도는
“혼자 서 있을 수 있다”, “연필 또는 크레용으로 포기할 수 있다”에서부터 보다 상위의 기술인 “전화
를 걸 수 있다”, “스스로의 필요 이상의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와 같은 117의 문항에 대해 예/아니
오로 대답할 수 있는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Doll 박사는 이 척도가 발달 및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능지수인 IQ보다 더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보았다. IQ가 학문적 기술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지능(Social Quotient, SQ)는 우리 사회 내에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124명의 표본 샘플 개개인의 가장 오래된 바인랜드 척도와 가장 최근의 바인랜드 척도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펜허스트에 머무는 기간 동안 환자들이 기술을 습득했는지,
상실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분석을 한 그 시점에 펜허스트 입소자들의 평균 머문 기간은
24년이었다. 이 기간은 우리가 하나 이상의 바인랜드 척도 기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히 긴 시간이
었다. 우리는 124명의 표본 중 절반 정도의 환자가 두 개의 바인랜드 척도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표본에 있는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펜허스트에 머무는 동안 사회적 성숙
도 또는 적응행동이 발달하지 않았다. 사실 평균적으로 환자들은 퇴보한 모습을 보였다. SQ 점수는
펜허스트에 머무는 동안 해가 갈수록 점점 감소했다.
이는 법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헌법적으로 한 사람의(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치료를 제공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인랜드 척도의 증거는 펜허스트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했다.
124명의 기록을 검토하면서 학대와 방치에 대한 증거도 상당히 수집할 수 있었다. 학대와 방치
사건에 대한 것을 보고 및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는 명백하게 그리
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학대와 방치 사건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Broderick 판사가 1977년 12월 23일 할더만 대 펜허스트(Halderman v. Pennhurst) 사건에 대해
건네준 판결문을 보고 우리는 표본연구에서 얻은 증거들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Broderick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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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검토한 결과 펜허스트는 입소자들에게 위험하고 비참한 환경을 제공하여 펜허스트에 머
무는 기간 동안 입소자 중 상당수는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지능이 퇴보하였음이 밝혀졌다.
할
더만 vs 펜허스트, 1977년)
1978년 3월 17일 명령3)에서 판사는 펜실베니아 주가 펜허스트의 모든 제소자들을 위해 새로운
집과 활동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내가 이끄는 템플 팀은 사회에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의 삶이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안녕이 사회변화와 혁신의 궁극적인 책임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상황을 알기 위해 1978년 우리는 그들의 적응행동, 도전적 행동, 건강, 안전, 서비스,
개인의 목표, 전반적인 삶의 질 등 “기본(baseline)”정보가 필요했다.
이러한 결심을 한 동기는 1977년 원고측 변호사, 직원, 템플 전문가가 스태튼 섬의 윌로우브룩
검토 패널에 참여하게 되면서 형성되었다. 1960년대 Robert Kennedy가 방문을 했고 1970년대 초4)에
Geraldo Rivera가 그곳 상황을 취재하면서 윌로우브룩은 이미 악명이 높은 곳이 되었다. 윌로우브룩
패널의 핵심 인사들과의 회의에서 우리는 1972년과 1977년 사이 거의 2000명의 사람들이 윌로우
브룩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의 검토 패널 위원들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의 삶이 “나아졌는지” 알 지 못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비도덕적이고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수천 명의 취약한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러한 변화들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저 그런 건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윌로우브룩 패널회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펜허스트 상황의 결과는 반드시 추적하고
과학적으로 기록해야겠다고 결심했다.
1978년 템플대학의 발달장애센터 평가연구 그룹은 교수진, 학생, 자원봉사자로 된 팀을 구성하여
아직 펜허스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삶의 수준, 서비스에 대해 자료를 수집했다. 공식적인
자금지원 없이 템플 그룹은 펜허스트 캠퍼스를 누비며 조사할 수 있는 필요한 승인을 얻을 수 있었
다. 약 3주 동안 우리는 1978년 3월 17일5) 기준 펜허스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개발한 5페이지 설문지(행동발달조사)를 가지고 설문을 완료했다. 1978년 3월 17일 기준 그곳에는
1154명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다. 우리가 설문지에 기록한 자료는 “기본(baseline)” 자료로 향후 이를
기본으로 발달정도, 개인의 목표, 요구사항의 평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전과 후” 비교를 했다.

할더만 v. 펜허스트에 대한 Broderick 판사의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은 직후 연방정부기관은 이
사건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연방행정기관의 여러 부처가
Broderisk 판사의 판결이 정책, 조직, 자금지원, 서비스제공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많은 관심을
가졌다. 재활서비스청(Rehabilitation Service Administration), 발달장애인국(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3) Broderick 판사는 판결(1977년 12월 23일)과 명령(1978년 3월 17일)을 내렸다. 판결문에서는 양측이 보상에 대해 합의
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양측은 합의를 할 수 없었고, 판사는 강제로 명령을 내려야 했다. 법원 명령에서 판사는 펜
실베니아 주에게 어떠한 선택과 협상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이 분야에서 내려진 첫 명령이었다. 이로써 기관 상태에
대한 모든 이전 소송들은 종결이 되었다.
4) Rivera는 1968년 Bill Baldini가 펜허스트에 대해 폭로를 한 것을 보고 윌로우브룩을 취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Baldini는 방송국과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필름의 사본 수십 개를 내보냈고, 지역 방송국에서도 Balini의 필름을 복사
할 것을 권장했다. Rivera의 취재가 Baldini의 취재보다 더 많은 국가적 인식을 고취시켰지만, 이러한 사건에 대한 첫
취재는 아니었다.
5) 1978년 3월 17일은 Raymond Broderick 판사가 지역사회 시설로의 이동을 명령한 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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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ies), 기획평가지원기구차관실(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및 그 당시 보건
의료 재정지원청(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현재 메디케어 및 메이케이드 서비스 센터) 등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부서에서 즉각 대화를 시작했다. 한 치
의 망설임도 없이 기관들은 법원 명령의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지원을 위한 부처 간 자금지원계획
을 수립했다. 제안제출요청서가 1979년 발행되었고 연구 및 정책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이 진행되었다.
1979년 “펜허스트 종단연구” 수행을 위한 제안요청서가 발행되었고 템플대학의 발달장애센터는
현장자료 수집을 지원하기 위해 템플 조사연구소와 함께 팀을 구성했다. 또한 복지서비스연구센터
(Human Services Research Institute, www.hsri.org)와 함께 협력하여 정책분석과 비교비용연구를 수행
했다. 템플이 펜허스트 입소자들에 대한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입찰을 수주할 수 있었
던 핵심 요인인 것 같다.
펜허스트 연구에서 HSRI가 맡았던 부분은 역사, 정책, 비용에 관한 것이었다. 기관의 초창기 역사,
간행물, 소송은 유용한 자료였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자료로 남아있다. 연간 정책 및 이행
분석은 지방관리 및 옹호자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가 되었다6).
펜허스트 종단연구에서 템플이 담당한 분야는 하나의 단순한 질문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들의

삶은 나아졌는가?”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어디로 갔고, 이들이 어떠한 종류의 시설, 주간 프로그램
을 이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들의 삶은 나아졌는지 알고 싶었다. 이를 위
해 우리는 1154명 모두를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포함한 연구를 계획했다. 매년 우리는 다
양한 삶의 질 및 서비스 질 측정 도구와 알려진 가까운 친척들을 대상으로 가족조사를 실시했다.7)
최종분석에서 사회적 변화의 결과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측정해야 했다.
우리는 우리가 던졌던 단순하고 근본적인 질문 이외에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2. 핵심 발견사항: “사람들의 삶은 나아졌는가?”
이번 장은 펜허스트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전체적인 방법론, 도구, 세부적인 발견
사항들은 온라인8)과 학자동료의 검토 하에 발행된 학술문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
담은 내용은 5년 이상 이루어진 집중적인 과학적 분석 중에서 기술적인 것이 아닌 도표를 이용한
사실적인 자료이다.

6) 그러나 HHS 프로젝트 담당자는 1985년 12월 HSRI의 최종보고서를 수락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HSRI 담당자가 휴가를
간 동안 템플 담당 조사관이 12월 휴가 기간 동안 완전히 재작성 할 것을 요청했다. 불행하게도 HSRI의 비용비교 역
시 발행할 만한 수준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템플 팀은 많은 연구와 간행물(예시. Jones, Conroy, Feinstein, &
Lemanowicz, 1984)을 바탕으로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7) “매년 모든 사람” 접근법이 가지는 두 가지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표본추출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적
인 통계시험은 필요하지 않았다. 추론적인 통계시험은 보통 큰 인구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일반화하기 위해 사용되
는 방법이다. 우리는 전체 인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2) 신뢰성 요인이다. 연구원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매년 모든 사람들을 방문 조사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크다.
8) 전체 연구보고서는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이.dropboxusercontent.com/u/12186355/PennhurstLongitudinalStudyScannedV3Optimiz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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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배경: 정신장애 영역에서 탈시설화 경험
잠재적인 편견을 모두 밝히기 위해 현대 과학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연구의 가장 그럴
듯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초기 “가설”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초기에 펜허스트 “실험”
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의견은 정신장애 분야에서 “덤핑(dumping)”에 관한 우울한 기록을
근거로 한다. 사실 1955년 주립 정신병원은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들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활동에 국가가 자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
다는 불명예스러운 일은 잘 알려져 있다. 나는 1970년대 초반 연방기관을 위해 정신보건 분야에 대
한 연구를 수행했고(Levy, Newman, & Conroy, 1974), 1963년 지역사회정신보건법이 의회에서 통과
되었지만 실제 자금지원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내가 존경하는 학회지 과학적 미국
인(Scientific American)에 실린 기사를 보면서 나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로 배신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Bassuk & Gerson, 1978)
학자들에 의해 검토되는 전문가 학회지에 처음 실린 나의 글 제목은 사실상 “정신지체인들의
탈시설화 경향(Conroy, 1977)”이었고 정신지체인[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림]의 탈시설화에 대한 경고
의 일환으로 이 글을 작성했다. 이 글은 주거환경에 대한 국가추적 시스템 개발이 촉진되는데 일조
했다(Lakin, Personal Communication, 1994).
오늘날에도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초기에 하지 못한 것은 국가 실패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역사회정신보건법]의 목적은 시설화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이것을 비용이 많이 드는 주립병원의 문을 닫는 구실로 삼고 지
역사회 기반의 보호에는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 이전에 기관에 입소해있던 많은 환자들은 지역
사회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지역사회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전문가를 갖
추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많은 경우 환자들은 필요한 정신보건의료를 제공받지 못한 채 성인
보호소(adult home) 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대도시의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위키피디아 지역사회 정신보건법, 2015년 검색)
내가 추산해 본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55년에서 1980년 사이 정신병원에서 약 50만 명이
퇴원했다. 보수적으로 추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 최소 30만명의 중증 정신장애인이 감옥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 노인이 아닌 약 10만영의 정신장애인이 요양원에 있으며 이들은 이곳에서 거의 “치료”를 받
지 못하고 있다.
● 거의 643,000명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약 40% 정도인 25만명은 일종의 정신장
애를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는 이들 중에 적어도 10만명이 중증 또는 만성질환으
로 분류되는 환자로 추측하고 있다.
보수적으로 추산한 수치인 50만명의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은 결국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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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판사 Broderick의 명령의 결과를 평가했다. 법원명령에서는 펜허스트의
“폐쇄” 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지역사회 시설로의 이동을 요구했
다. 나는 그 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다수가 상당한 제약이 있고 폭넓고 잘 마련된 지원체계 없이
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펜허스트 종단연구가 기본적으로 사망률9)을 비롯한
방대한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는데 이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에서 조기에 파악한 덕분에 법
원과 주에서는 탈시설화를 중단하거나 또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을 찾도록 했다.
다음 내용은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2.2 결과: 사람들의 삶은 나아졌는가?
펜허스트 종단연구에서 템플대학의 발달장애센터에 있던 나의 팀은 할더만 v 펜허스트에 대한
지방법원의 명령이 각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했다. 법원의 명령으로 펜실베니아에
큰 주립기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래 속했던 작은 지역사회 생활배치시설(Community
Living Arrangements, CLA)로 옮겨가게 되었다. 1979년부터 1986년까지 템플 팀은 매년 모든 사람
들을 방문하였고 이들의 친척 또는 보호자에게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 Raymend J. Broderick 판사가
1978년 3월 17일 법원명령을 내릴 당시 펜허스트에는 1,154명이 입소해 있었다. 내 연구팀은 이들
한명 한명을 모두 방문하여 이들의 특징, 능력, 행동, 건강, 서비스 필요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 중 다수는 여전히 펜허스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추적되고 있었다.)
매년 모든 사람들을 방문했고, 모든 가구에게 설문지를 보냈다. 우리는 1978년에서 1992년 사이 이
들의 삶의 질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조사를 시작한 1978년 이들의 특징은 다음
과 같다:
특징

평균

평균연령

39

평균 펜허스트 입소기간

24

남성비율

64%

말이 서툰 사람의 비율

50%

발작이 있는 사람의 비율

33%

완전히 자제할 수 없는 사람의 비율

47%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의 비율

40%

중도 또는 최중도의 장애를 가졌다고 라벨이 붙여진 사람의 비율

85%

위의 표는 펜허스트에 입소해 있던 사람들이 매우 심각한 장애와 도전과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큰 규모로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재배치 된 적은 없었다.
3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생활배치시설(Community Living Arrangements, CLA)는 그 당
9) 사실 사망률은 증가하는 대신 감소했다. 과학계, 옹호자 그룹, 법조계에서 시설과 지역사회의 사망률 비교는 이후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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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펜실베니아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집 또는 아파트에서 운영되
었다. 펜허스트에 머물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는 시설로 가게 되었다. 시설의
제공자는 100% 민간기업이었고, 이러한 제공자 중 43곳은 펜실베니아 남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
었으며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영리단체로 1930년대에 설립되었다.

2.2.1. 자립성 증대 (적응행동)
아래의 그래프는 8년간의 연구기간 동안 사람들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한 후 적응행동이
평균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한 펜허스트 연구 보고서의 문구를 인용한 것이다.
법원명령에 따라 CLA로 이동한 사람들의 적응행동은 여전히 펜허스트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적응
행동 증가치보다 10배 높았다(Conroy & Brandly, 1985).
적응행동발달 1978-1986
75.2
70.8 71.7 72.9

80

Adaptive Behavior

70
60

59.7

50
40
30
20
10
0
78

79

80

81

82

83

84

85

86

Ye ar

적응행동에 관한 고무적인 결과와 더불어 이후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지역사회 시설 거주 시간
이 늘어날수록 자신을 보살피는 기술(self-care skills)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이 밝혀졌다:
● 이동시점에 평균 9% 증가했다.
● 이동 후 3년 동안 12% 증가했다.
● 최근 측정치(1992년)에 따르면 14% 증가했다.

2.2.2. 도전적 행동의 감소
“도전적 행동의 개선”이라는 제목의 그래프에서도 개선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이후
발견된 사항도 있다.
· 이동 시점에 도전적 행동의 평균 개선은 1% 정도였다.
· 이동 후 3년 동안 3% 개선되었다.
· 가장 최근 1992년 측정한 바에 따르면 6%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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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행동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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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가족들의 긍정적인 반응
1979년 초반에는 펜허스트 입소자들의 가족들은 시설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지역사회 시설로의 이동을 강력하게 반발했다. 초반에 가족의 83%는 펜허스트에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72%는 지역사회 시설로의 이동을 반대했다10). 그러나 나중에 조사를 했을 때 이들의 관
점은 급격하게 바뀌었다. 그들의 친척이 이동을 한 이후 더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어느 가족도 “덜 행복하다”, “훨씬 덜 행복하다”라고 응답하지 않았다. 아래 1991년 조사결과에서
도 보여 지듯이 가족의 75%는 자신의 가족이 더 행복해졌다고 응답했다. 어떤 가족도 지역사회 시
설에서 자신의 가족이 덜 행복해졌다고 응답하지 않았다.
“지역사회 기반 시설로 이동 한 후 당신의 친척의 행복지수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Much Happier

43%

Happier

32%

Same

25%

Less Happy

0%

Much Less
Happy

0%

0%

10%

20%

30%

40%

50%

10) 우리는 조사기간 동안 가족들이 자신의 친척이 의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치
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가족들의 믿음과
“병원”이라고 설립되고 홍보된 기관의 역사와 연계시켜보았다. 우리는 가족들이 자신의 친척들이 강력한 의료적 치료
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사실 매일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
다고 느끼지 않았다 (Conroy, Feinstein, Lemanowicz, & Kopatsi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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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석과 다른 연관된 분석을 보면 가족들의 태도가 지역사회 시설에서의 거주에 대해 강력
히 반대하다가 열렬하게 지지하는 쪽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발견사항은 탈시설화 이후 가족들의 코멘트였다. 이러한 코멘트
를 보면 가족들(부모들)은 처음에는 지역사회 시설로의 이동을 반대했지만 이후 자신이 사랑하는 사
람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보고 놀랐음을 알 수 있다.

2.2.4. 환자들의 목소리 – 행복해졌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펜허스트 연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언어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사람
중 56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들과 “사전과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것이다11). 지역사회로 이동한
이후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한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은 시설에 있을 때보다 두 배로 증가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만족도가 감소했다고 보고된 부분은 없었다12)(Conroy, Walsh, & Feinstein,
1987).

2.2.5. 공적비용의 감소
우리는 펜허스트와 지역사회에서 “동일한” 표본을 두고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공적 비용을 추적
해보았다. 펜허스트에 있던 표본과 지역사회 시설로 이동한 표본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동일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정도를 동등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동료점검 과학학술지에 우
리의 연구결과를 실었다(Jones, Conroy, Feinstein, & Lemanowicz, 1984).
CLA로 이동한 사람들에게 들어간 총 공적비용은 펜허스트에 사람들에게 들어간 비용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었다. 펜허스트에서는 연간 47,000 달러가 소요된 반면 지역사회 시설에서 거주하는 사
람들에게는 40,000달러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주에서는 지역사회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했다. 이 내용은 아래 그래프에 잘 나타나있다.
누가 돈을 지불하나? 연방, 주, 지방의 비용분담- 기관 대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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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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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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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nnhu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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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a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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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이러한 부분은 혁신적이었다. 이 연구 이전에 연구원들은 사실 환자 자신들의 감정이 조사할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고, 그들의 응답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12) 사람들을 14년 동안 추적하면서(우리는 종단연구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사람들을 추적했다) 우리는 과거에 감옥에서
많은 권력과 자유를 누리며 우두머리처럼 행동했던 삶에 익숙해진 2명만이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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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기금은 지역사회 홈이 아닌 펜허스트 비용지불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는 펜허
스트에 연간 21,000달러, CLA 입소자들에게는 연간 36,000 달러밖에 지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
늘날에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따
라서 주정부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꺼리게 만드는 이러한 저해요인은 사라졌다.
펜허스트보다 지역사회 시설에서의 비용은 적게 들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전체적인 비용 절감은 주로 지역사회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 덕분이었다(Jones
et al., 1984; Stancliffe & Lakin, 2004). 펜허스트는 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강력한 노조는
수십 년 동안 협상하여 상당한 직원들은 상당한 급여를 받았다. 지역사회 시설은 새로운 것이었고,
노조가 없었으며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가까웠고 복지혜택도 없는 경우가 많
았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을 포함한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직원들이 두 개의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2.2.6. 다른 결과 및 요약
5년 동안 펜허스트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펜허스트 법원명령
에 따라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의 삶은 어떤 식으로 측정하든 평균적으로 더 나아졌다. 펜허스트에서
작은 지역사회 시설로 이동한 사람들의 경우 그 결과는 더욱 명백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위
에서 언급된 것 (독립성 증대, 도전적인 행동 감소, 친척들의 긍정적인 반응, 공적비용 감소) 이외에
도 삶의 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삶의 질 측정 방법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펜허스트 종단연구- 결과요약
건강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관리되고 있었고, 건강 및 보건의료에 대한 악
화는 없었다(Nowell, Baker, & Conroy, 1989)

환경의 질

물리적 환경, 개인화, 정상화 측정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생산성

향상됨: 일상 참여, 활동, 고용, 소득, 집안일 등에서 개선이 있었다. 일
상 프로그램 활동에서 생산성이 30%에서 거의 100%까지 향상되었다.

서비스제공 프로세스

서비스 제공 시간인 월간 189시간에서 225시간으로 증가했다. 더 많은 교
육/훈련, 치료, 목표달성, 사례관리자와의 상담 시간이 제공되었다.

통합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나와 보통 사람들을 접촉하는 횟수가 증가
했다. 가족과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와 이웃의 수용

긍정적인 발견: 대부분의 이웃은 새로운 시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 가졌던 공포심은 6개월 정도
만에 사라졌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어떠한 영향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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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의 일관성
펜허스트 연구를 하면서 나는 이와 같은 연구를 다른 주에서도 재현해보았다. 법원이 참여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재현이란 과학의 정수이다. 나는 펜허스트의 성공사례가
다른 주, 다른 서비스 시스템 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지 궁금했다.
펜허스트의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뉴햄프셔 주는 유일했던 라코니아 주립학교의 폐쇄를 결
정했다. 나와 내 동료들은 1986년 뉴햄프셔 응용연구 프로젝트를 완료했다(Bradley, Conroy, Covert,
& Feinstein, 1986).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펜허스트 연구에서 얻었던 결론과 일치했다.13)
코네티컷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트포드 근처에 있는 만스필드 교육학교의 폐
쇄하기로 했고, 이 연구는 1993년 마무리가 되었다. 그 결과는 펜실베니아와 뉴햄프셔에서 나온 결
과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Conroy, Lemanowicz, Feinstein, & Bernotsky, 1991).
그 이후 20년 동안 결과분석 센터는 미국에서 발생한 규모축소 및 폐쇄 노력에 참여했다. 우리는
루이지애나에서 개리 W. 모니터링 시스템, 오클라호마에서 품질보증 프로젝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토마스 S. 종단연구, 캔자스에서 윈필드 폐쇠연구, 인디애나에서 기관폐쇄 후 사람들의 삶의 질 추
적 프로젝트, 캘리포니아에서 코펠트 정착과 관련한 삶의 질 추적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다음 표는
우리 팀이 수행한 탈시설화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결과분석 센터의 탈시설화 연구
법원명령여부

사람 수

연수

지역사회
모델

평균연령

펜실베니아

있음

1154

14

3 명

43

86%

18%

78-92

뉴햄프셔

있음

600

3

4 -6명

39

66%

21%

79-86

루이지애나

있음

268

5

다양함

25

68%

17%

80-86

오클라호마

있음

900

9

지원생활

25

86%

27%

90-99

코네티컷

있음

590

5

다양함

44

86%

23%

85-90

캘리포니아

있음

2400

4

4 -6명

37

68%

28%

94-99

노스캐롤라이나

있음

900

4

4 -6명

46

26%

12%

92-99

캔자스

없음

88

2

2 -4명

43

100%

58%

97-99

인디애나

없음

200

1

지원생활

39

67%

23%

98-99

뉴저지

없음

57

2

4 -6명

36

7%

13%

89-93

주

중도/ 최중도 보행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 비중 사람의 비중

연도

7157
13) 뉴햄프셔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 덕분에 지역사회로의 이동은 계속되었고 1991년 뉴햄프셔는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공공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없앤 첫 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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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구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탈시설화 노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거주하는
주와 그 주의 서비스 시스템이 달랐지만 적응행동에 개선을 보였으며 (자립적 기능 또는 자신을 보
살피는 능력), 자기통제 능력이 강화되었고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 감소),
일반 시민들과 더 잘 통합이 되었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았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고,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살았을 때 획일적으로가 아닌 각 개인으로 대우
받았고, 기대할 수 있는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 (Conroy & Adler, 1998).
펜허스트 연구 이후 미국 과학학회지에 일련의 보고서가 실리게 되었다. 그 이후로 문헌검토
기사들이 여러 차례 실리기도 했다. 첫 검토에서는 탈시설화의 이점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발행
보고서를 모두 검토했다(Larson & Lakin, 1989). 그 검토에는 우리가 연구한 내용 다수가 포함되었
으며 우리가 펜허스트 연구에서 보고한 것과 이 검토에서 나온 이점들이 유사하게 일관성을 보였다.
10년 정도가 지난 후 이러한 검토는 다시 실시되었고(Kim, Larson, & Lakin, 2001) 동일한 결과를
도출했다. 자신을 보살피는 기술의 향상, 자립적인 기능능력 행상과 같은 행동적 결과들은 분명하게
나타났고, 여러 사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펜허스트 가족조사 결과도 재현연구에서 검토의 대상이었다. 검토 결과는 펜허스트 연구내용을
완전히 뒷받침했다(Larson & Lakin, 1991).
2007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가족옹호 및 리더십개발 연구소는 최근 전세계 탈시설화에 대
한 문헌에 대해 검토를 수행했다(IFALD, 2007). 이 연구소는 거의 50년 동안의 수행된 100여개 이
상의 연구에 대한 검토를 했다. 요약문에서 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결과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다양
한 방법으로 측정해본 결과 이들의 시설 밖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 둘째, 대부분의 가족들이
가까운 시설로 옮기는 것에 대해 거부했지만 (변화는 항상 힘들다), 가족들은 이동 후 생각이
바뀌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사회 시설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의 Raymond Lemay가 검토를 수행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전반적으로 자료가 말해주는 바는 분명했다. 장애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더 낳은 삶을 살았으며 그들의 도전적인 행동은 악화되지 않았다. 단순하게 말해 시설은 사람
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대체할 수 없다. 인지능력에 한
계가 있는 사람들과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Lemay, 2009).
내가 아는 한 이제까지 진행된 모든 연구는 펜허스트 종단연구의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
었다: 기관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이동한 사람들의 삶은 평균적으로 “나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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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역사회 사망률에 대한 망령- 신뢰할 수 없는 연구 결과가 여전히 언급되다.
지난 20년 동안 지적, 발달 장애분야에서 탈시설화의 성공에 대해 종종 제기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생존(사망)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펜허스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설
화를 찬성하는 부모와 시설직원들은 연합을 구성하여 탈시설화 정책에 반대했다. '지체장애인의 목소리
(Voice of the Retarded)'는 본 원고를 쓰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http://www.vor.net
참조). ‘지체장애인의 목소리’가 그들의 시설찬성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집한 변호사와 과학자들은
펜허스트 사건 이후 시설에 대한 법원소송이 진행될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다.
1996년 캘리포니아에서 수행된 연구는 지역사회 그룹 홈에서 사망할 위험이 주립기관에서의 사
망률 보다 72% 높다고 결론지었다14)(Strauss & Kastner, 1996). 이러한 결론은 복잡한 수학적 사망
률 “모형”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발달서비스 부서와 캘리포니아 주요통계부서가 두
명의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 이 연구는 이후 다른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수행했고 여러 학술
지에 실리게 되었다. 이 연구의 자료 출처는 캘리포니아였다.15)
1996년 이후 미국에서 탈시설화와 관련된 모든 법원 소송과 입법심사에서 이 연구결과가 언급
되었고 2013년 5월 뉴저지의 공동 입법심리에서도 이 연구결과는 언급이 되었다.16)
처음에 이 연구결과는 참으로 무서웠다. 나 역시 이것으로 인해 불안해졌고, 즉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나는 Kastner가 강력하게 부인했
던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만약 시설에 있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의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그
곳에서 사망했다면, 당신의 연구에서 그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망건”으로 간주하는가?
2015년 현재 과학계에서는 Strauss와 Kastner가 실제 그렇게 계산을 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시설에서의 사망률을 잘못 집계했다.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망”이라고 집계한 건수 중 상
당 건수는 사실 주립 시설에서 죽어가고 있던 환자가 지역사회의 병원 중환자실에 이송되어 그것에
서 사망한 건수였다. Strauss와 Kastner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연구를 수행했던 동료들은 이러한 사망
건수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망”으로 집계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 회귀모델,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발행했던 것이다.
이것은 1999년 미네소타 대학의 주택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K. Charlie Lakin 박사에
의해 증명되었다.(Lakin, 1999). 주택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Lakin 박사는 1980년대 이후부
터 캘리포니아 발달서비스 부서(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DDS)로부터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사망건수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다. 그가 입수한 정보와 Strauss와 Kastner가 내
놓은 정보가 너무 달라서 그는 공공발달장애기관연합(Association of Public Developmental Disabilities

14) 이들은 또한 자신의 부모와 사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공공기관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72% 높다고 밝혔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결과였으며 나로 하여금 즉각 의구심을 갖게 했다.
15) Strauss와 Kastner는 오랜 기간 ‘지체장애인의 목소리’로부터 연구지원을 받았다.
16) 최근 뉴저지에서 가족들은 사망률 연구를 사례로 들면서 계획된 시설폐쇄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http://www.njspotlight.com/stories/13/06/05/families-of-disabled-residents-sue-to-keep-developmental-centers-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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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ors, APDDA)의 정보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 APDDA는 공공시설의 장으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APDDA는 모든 주에서 기관에 있는 인구에 대해 사망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APDDA의 정보원은 DDS의 자료와 차이를 보였다: DDS 534, APDDA 526.
Lakin은 Strauss와 Kastner의 조사결과에서 나온 수치를 통해 그들의 연구에서 캘리포니아 기관
에서 사망자 수를 352~418명 정도로 보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기관장 또는 국가기관장연합에서
보고한 수치보다 캘리포니아 기관 입소자들의 사망 건수가 149건 (±33) 적게 계산했다.17)

아래

수치를 보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회계연도 1985년에서 1994년 사이 캘리포니아 기관에서 발생하였다고 추산된 사망건수
캘리포니아와 국가데이터베이스 보고서

Strauss, Kastner, 그의 동료들이 사용한 수치

526에서 534

352에서 418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시설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망에 대한 연구는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하
고 있다. 352에서 534건의 사망 건수 중 100건 이상을 잘못 계산했다. 모든 사망 건수의 5분의 1
에서 3분의 1 정도는 잘못 집계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시설에서의 사망률이 주립시설에서의 사망
률보다 72% 높다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Strauss와 Kastner가 사망률에 대해 발견한 내용은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재현되지 않았다. 재현
이라는 것은 과학적 신뢰도의 궁극적인 척도이다. 그 이후 나온 연구들도 Strauss와 Kastner의 연구를
확인 또는 뒷받침해주지 못했다(Conroy & Adler, 1998; O'Brien & Zaharia, 1998; Lerman, Apgar, Jordan,
& Taylor, 2003). 또한 펜허스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한 한 연구에서는 그들이 시설에 머물렀을 때 기
대할 수 있는 수명보다 지역사회에 머물렀을 때 더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4. 정책과 실행에 대한 영향
펜허스트 종단연구는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초반 결과가 나오자마자 펜실베
니아 관리들은 사람들을 펜허스트에서 지역사회로 이동시킬 것을 권유받았다. Broderick 판사는 자
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후 그가 내린 판결문이나 최종합의를 포함한 의견서에서 연구결과
를 인용했다. 시설모형의 종식을 주장한 변호사들은 “거리에 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필라델피아 공익법센터(The Public Interest Law Center of Philadelphia, PILCOP)는 미국 발달장애청으
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받아 유사한 소송을 그들의 주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들에게 가
르쳐주는 워크샵을 진행했다. 사실 할더만 v.펜허스트 사건을 모델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10개의
17) Lakin은 Strauss와 Kastner의 간행물에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 낼 수 없었다. 그리고 이들은 Mary Hayden 박사를 포함
한 Lakin의 팀원과 자료 공유를 거부했다. 따라서 Lakin 박사는 이들이 제시한 수치를 기반으로 숫자의 범위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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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에서도 진행이 되었다. PILCOP의 변호사들은 이들 중 상당수의 소송을 지원했다.18)
다른 주에서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많은 주에서 나를 전문가 증인으로 불렀다 (무보수로 소
환됨). 나는 펜허스트 종단연구의 긍정적인 결과들을 설명했고, 판사들은 사람들이 시설에서 지역사
회로 이동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데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미국 상원위원회에서 “내재적으로 기관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메디케이드 법안 수정과 관
련하여 증언을 하도록 소환되기도 했다(Conroy, 1986). 나는 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는 펜허스트 폐
쇄의 긍정적인 결과에 놀랐음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신보건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우
울한 기록에만 친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14개 주는 지적,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을 모두 폐쇄했다. 어느 주도
기존의 모델로 돌아갈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제 어느 누구도 크고 고립되고 분리된 시설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공공정책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연구의 영향력은 국제무대로까지 확산되었다. 2006년 뉴질랜드는 공공시설을 전면 금지한
첫 국가가 되었다.19) 펜허스트 연구 및 그 이후 이를 모델로 한 연구는 전 세계 세미나, 워크샵, 강
연, 수업, 발표, 연설의 주제가 되었다. 모스크바 러시아 국회, 리투아니아 재무부,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 세르비아 기관장연합, 코소보 느퍼느(Ne Per Ne)라고 불리는 자기옹호연합, 2011년 멕시코의
전국순회 강연, 아일랜드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변호사 2011년 연례
회의, 2012년 조지아 공화국 국가 장애인집단 모임, 2014년 우크라이나 장애인기구 대표자 모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 연구를 다루었다. 이 외에도 여러 장소에서 이 연구를 다루었다.
이 문서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통과와 초기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협약의 1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동등한 권리”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다. 펜허스트(시설)와 펜허스트 종단연구의 의미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근거에 입각해서 조사했다는 것이다. 구식의 모델,
큰 집단에서 분리, 고립, 학대를 받는 모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18) 이들 중 몇 개 주는 7장에서 언급되었다: 뉴햄프셔,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메인, 코네티컷, 컬럼비아 특별구, 노스캐
롤라이나, 미시건, 노스다코타, 텍사스,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19) 우연히도 1968년 Bill Baldini의 폭로를 도왔던 사람이 이러한 기관의 금지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8년 필라델피아 호에서 근무했던 Ed Goldman은 정신지체 위원회 펜실베니아 사무관이 되었고 (지금은 공공복지부
차관자리이다) 교육권 이행을 지원했다. 이후에 그는 지역사회 생활시스템 수립을 지원했다. 1986년에서 1993년까지
그는 뉴질랜드 서비스 시스템에서 근무를 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설에서 지역사회 시설로 이동하는 것을 감독했
다. 그는 펜허스트 연구를 언급하며 관료주의적 반대와 가족들의 공포심을 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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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Science and Public Policy

This chapter tells four short stories of science, law, and public policy. First, how did the first
truly rigorous scientific study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come about? This is an insider’s view of how scientists, lawyers, and policy makers can
interact in the real world. Second, what did the study find out about the question “Are the people
better off,” and how did it measure that? The findings surprised the study’s Principal Investigator
considerably. Third, did those findings stand up to the test of time and scientific replication? The
findings of subsequent studies have been remarkably consistent across states and nations. Finally, in
what ways did the study influence polic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 and elsewhere?

1. The Story of the Study
The first part of the story of the study inevitably includes the personal. I agreed to move from
Washington DC to Philadelphia to take a job at Temple University’s new Developmental Disabilities
Center in 1974. The Pennhurst lawsuit had just been filed in 1974 by attorney David Ferleger on
behalf of Terri Lee Halderman and other people living at Pennhurst. Everyone working at the
Temple Center knew that conditions at Pennhurst were appalling, because of the 1968 Philadelphia
television exposé (Chapter 5). It appeared to us, the founders of the new academic center at Temple,
that getting involved with this new lawsuit, as scientists, might be a good way to help make things
better at Pennhurst and places like it.
By coincidence, I had some personal knowledge of the facility. In my first job out of college, in
1970, I worked on a national study of the impacts of a new Federal law: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1970. The consulting firm for which I worked had been contracted to determine
the impacts of broadening the law from what was then called “mental retardation” to include people
with cerebral palsy, epilepsy, and related conditions. Our primary method was to conduct a mail
survey of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ousands of people receiving services and supports from
preschools, schools, day programs, sheltered workshops, nursing homes, and specialized residential
institutions.
Best survey science practice demanded that we check on the accuracy of what we were obtaining
by mail. As the only member of the firm who had studied statistics in college, I was assigned to
draw a representative sample of facilities to visit in person and check on (“validate”) the data. We
took all the national directories of facilities we could acquire, and figured out a way to select a
sample of 50 facilities such that every facility in the country had an equal probability of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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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 the definition of random sampling. The consulting firm’s five research staff split up the
random sample of facilities, 10 each, and traveled to them in person. My assignment included a
facility then called “Pennhurst State School and Hospital.” In 1971, I drove from Washington to
Spring City Pennsylvania, and saw the conditions first hand.
There I saw the unbelievable conditions first revealed by Bill Baldini’s 1968 exposé “Suffer the
Little Children” (see Chapter 5). For a young man with no prior experience of such things, the visit
was life-changing. I knew something had to be done, but did not know what.
By 1974, I had found work at Temple University in Philadelphia. Pennhurst was the hottest
topic extant in Pennsylvania. Under the leadership of Director Dr. Edward Newman, former
Commissioner of the U.S.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the new Temple University
Developmental Disabilities Center (DDC) created a Legal Advocacy program. Meetings were arranged
with Attorney Ferleger, and later with his colleagues at the Public Interest Law Center of
Philadelphia. Our purpose was to find out how an academic center could assist in the mission of
improving conditions at Pennhurst.
It became clear that a productive role for an academic center in such an unfolding legal and
social policy battle would be to provide objective and scientific analysis of conditions and remedies –
including gathering concrete evidence, and providing highly qualified expert witnesses. The Director
and the staff of the fledgl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Center were unanimous in resolving to
provide exactly that.20)
Thus, as a very young man, I was able to get involved in the Pennhurst litigation in my official
capacity as Research Coordinator of the DDC of Temple University. The first thing we needed, in my
opinion, was hard facts about the qualities of life of, and services rendered to, the people at
Pennhurst. At that time, there were about 1,240 people living there. I obtained a list via the
attorneys, and drew a “Simple Random Sample” of 124 people. Our request to the Court was for the
complete “patient records” as they were then called for each person in the sample.21)
These records provided much of the evidence that proved so telling in Court. For many months
in 1976 and 1977, a team of research associates at Temple – including faculty, staff, and volunteers
– analyzed the 124 records in successive ‘sweeps.’ We worked in a locked conference room at the
Center. The attorneys visited regularly to see our progress and exchange legal thinking with social
20) University officials above our level were “not so sure” that we should assist in a lawsuit against the Commonwealth.
Temple University was, after all, a quasi-state institution itself, with major funding assistance coming from the
Commonwealth. However, claims of academic freedom and the fact that our funding was primarily Federal were the
arguments that prevailed.
21) How those records were obtained is a tale not to be omitted. The Court asked the Department of Justice for help in
this process of “discovery” of evidence. The Department of Justice includes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Unbeknownst to us at the time, agents of the FBI appeared unannounced at Pennhurst with full legal warrant authority,
and obtained access to the files of the 124 people. The agents then proceeded to photograph every page of every
person’s file. Some people had 1,000 pages accumulated over 40 or more years at Pennhurst. The film was taken back
to Washington, developed into 8x12 photos, and then these photos were copied onto paper, sheet by sheet. A set of
124 exact duplicates of the patient records was ultimately delivered to Temple University by officers of the Court. The
cost must have been stagg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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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thinking, all toward the goal of extracting the most telling evidence of quality and safety
possible from the files.
In our first sweep, we pulled every instance of a person being seen by a psychologist or
psychiatrist. We found that the average over the past decade had been three minutes per person per
year. In a second sweep, we catalogued all habilitative programs and goals for each of the
individuals. We noted that tooth-brushing programs were very common – about half the people were
apparently being taught how to brush their teeth. One of my colleagues remarked on finding a
person in a tooth-brushing program who had no teeth whatsoever. We swept through the 124
records a third time to count how many people actually had teeth. We learned that about a third of
the people who were being taught to brush their teeth had no teeth.
Later, in court, we found that removing all teeth from people at Pennhurst had been
commonplace for decades. It was a response to biting. People who bit other people were, it was
revealed, punished and programmed, but if the person bit again, the Pennhurst dentist would pull all
teeth. The fact that even those people were often on tooth-brushing programs suggested that the
so-called “habilitative programming” going on at Pennhurst might often be a sham.
Legally, two of the most important findings from the sampling study concerned loss of
independent functioning skills and reports of abuse or neglect.
Because of prior review of rating scales of “adaptive behavior,” which includes self-care,
independent functioning, and functional abilities, I knew that the most commonly used measure over
the preceding decades had been Edgar Doll’s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 (Doll, 1936). The
Vineland was a simple scale of 117 Yes/No items ranging from basic abilities like “Stands Alone” and
“Marks with Pencil or Crayon” up to higher order skills like “Makes Telephone Calls” or “Assumes
Responsibility Beyond Own Needs.” Dr. Doll intended this scale as a more meaningful approach than
the IQ, or Intelligence Quotien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IQ
emphasized academic skill, while the SQ – Social Quotient – emphasized functioning within our
society.
We decided to find the earliest and the most recent Vineland scale for each of the 124 people
in the sample. We could then see if people had gained or lost skills during their time at Pennhurst.
By the time we did this analysis, the average person at Pennhurst had been there for 24 years. This
gave us a fairly long time interval within which one or several Vineland scales might have been
collected. It turned out that about half of our sample of 124 had two Vineland scales in their
records.
What we found was that the average person in our sample had not gained in social maturity, or
adaptive behavior, while living at Pennhurst – in fact, the average person had regressed. Their Social
Quotient scores had gone steadily down for every year they had been at Pennhurst.
This became crucial in court, because the sol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for taking away the
freedom of a citizen – who had committed no crime – was to provide treatment that would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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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condition. The Vineland evidence showed that instead of providing benefit, living at Pennhurst
had caused harm.
The 124 person records review also produced a great deal of evidence about abuse and neglect.
Even though it was quite possible that most instances of abuse and neglect went unreported and
undocumented, the records contained so much of this kind of material that it was nearly
overwhelming – in both the evidentiary and the emotional senses.
When Judge Broderick handed down his Decision in Halderman v. Pennhurst on December 23,
1977, we found that our evidence from the sample study had been effective. Judge Broderick wrote,
Testimony had revealed that Pennhurst provided such a dangerous, miserable
environment for its residents that many of them actually suffered physical
deterioration and intellectual regression during their stay at the institution
(Halderman v. Pennhurst, 1977).
In his Order of March 17, 1978,22) the Judge required that Pennsylvania create new homes and
activities in the community for every person at Pennhurst.
The Temple team under my direction immediately decided that society would need to know
where people went, and whether their lives would get better or worse. Our guiding belief was that
individual well-being was, or should be, the ultimate unit of accountability in social changes and
innovations. To know this, we would need 1978 “baseline” information about their status – adaptive
behavior, challenging behavior, health, safety, services, individual goals, and quality of life in general.
The key motivator for this decision developed during a 1977 trip by plaintiff attorneys, staff,
and Temple experts to the Willowbrook Review Panel in Staten Island. Willowbrook was already
notorious, because of Robert Kennedy’s visits in the 1960s, and Geraldo Rivera’s coverage of the
conditions there in the early 1970s.23) In a meeting with key leaders of the Willowbrook panel, we
learned that between 1972 and 1977, nearly 2,000 people had moved out of Willowbrook.
However, none of the Court’s Review Panel officials knew where they had gone, or if they were
“better off.”
To me, this was completely unconscionable and unacceptable. I believed that making massive
changes in the lives of thousands of vulnerable people absolutely demanded that we find out if those
changes were good, bad, or indifferent. I resolved on that trip that the outcomes of the Pennhurst
situation would be tracked and scientifically documented.
22) Judge Broderick issued both a Decision (December 23, 1977) and an Order (March17, 1978). The Decision asked the
parties to come to a compromise - a Settlement Agreement. They could not. Hence the Judge was forced to issue an
Order, which gave Pennsylvania no choices and no room for negotiation. It was the first Order in this area of litigation
- all prior actions about institutional conditions had ended in Settlements.
23) Mr. Rivera obtained the idea of covering Willowbrook via the dissemination of the Bill Baldini 1968 expose of
Pennhurst. Baldini’s station and network sent out dozens of copies of the film, and recommended that local affiliates
replicate what Mr. Baldini had done. Although Rivera’s work garnered far more national recognition than Baldini’s, it was
not the pioneer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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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78, the Temple University Developmental Disabilities Center Evaluation & Research Group
convened a team of faculty, students, and volunteers to collect data on the characteristics, well-being,
and services of all the people still living at Pennhurst. Without any formal funding, the Temple
group obtained the necessary approvals and clearances and proceeded to fan out across the Pennhurst
campus for about three weeks until we had completed a five page survey form that we developed
(the Behavior Development Survey) for every person living at Pennhurst on March 17, 1978.24)
There were 1,154 people living there on that date. The data we collected on that form formed the
“baseline” upon which all future “pre and post” comparisons of developmental progress, individual
goals, assessments of needs, and service delivery were based.
Soon after Judge Broderick’s landmark decision in Halderman v. Pennhurst, the Federal
government agencies concluded that this was a decision of such policy import that it must be studied
scientifically. Several elements of the Federal executive branch were keenly interested in what Judge
Broderick’s decision might mean for policy, organization, funding, and service delivery. Sections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began talks immediately, including the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and what was then called the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now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With rarely seen haste, the agencies devised an
interagency funding scheme to suppor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impacts of the court order. A
Request for Proposals was issued in late 1979, open for competitive bidding by research and policy
oriented organizations.
That Request for Proposals was issued in 1979 to conduct a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and
Temple University’s Developmental Disabilities Center teamed up with the Temple Institute for Survey
Research to assist with field data collection, and the Human Services Research Institute (www.hsri.org)
to perform policy analysis and comparative cost studies. The fact that Temple possessed baseline data
for all the people at Pennhurst was probably a key factor in winning.
The HSRI part of the Pennhurst Study was concerned with history, policy, and costs. The initial
history of the institution, the issue, and the lawsuit was a useful document, and remains so today.
The annual policy and implementation analyses proved valuable for local officials and advocates as
well.25)
The Temple part of the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was focused on one simple question: “Are

the people better off?” We wanted above all to find out where people went, into what kind of new
homes and day programs and human relationships, and whether their lives improved. To do this, we

24) March 17, 1978 was the date of Judge Raymond Broderick’s Order for community placement.
25) The HSRI final report, however, was deemed unacceptable in December 1985 by the HHS Project Officer, and required
thorough rewriting by the Temple Principal Investigator over the December holiday break while the HSRI principal was
on vacation. Moreover, the HSRI cost comparisons unfortunately never produced clear or publishable conclusions, and the
Temple team took the lead on this aspect as well, with several studies and journal publications (e.g., Jones, Conroy,
Feinstein, & Lemanowicz,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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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a study that included face to face visits and data collection with every person – 1,154
people – every year, with multiple measures of quality of life and service, plus an annual Family
Survey of every known next of kin.26)
In the final analysis, the outcomes of any social change must be measured in terms of the
qualities of life of the people affected. We believed that everything else was secondary to that simple
and fundamental question.

2. The Key Findings: “Are People Better Off?”
This section is a brief summary of the findings of the Pennhurst Study. The full methodology,
instruments, and detailed findings are readily available online27) and in the published peer-reviewed
literature. What follows here is a non-technical, graphically oriented review of more than five years
of intensive scientific work.

2.1 Background: The Deinstitutionalization Experience in the Field of Mental Illness
@In the interest of full disclosure of potential biases, it is proper for a modern scientist to make
known his or her initial “hypotheses” about what he/she believed would be the most likely results of
a study. My own initial bias was that the Pennhurst “experiment” would fail. My opinion was based
on the dismal record of “dumping” in the field of mental illness, in which state psychiatric hospitals
began downsizing in 1955.
The national disgrace of our failure to fund community supports for people released from
psychiatric hospitals was well known. I had done research in the mental health field for Federal
agencies in the early 1970s (Levy, Newman, & Conroy, 1974), and so I knew that the Community
Mental Health Act of 1963 had been passed by the Congress, but never adequately funded. I had
also read an article in Scientific American, a journal for which I had the utmost respect, that showed
the magnitude of our national betrayal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Bassuk & Gerson, 1978).
In fact, my first published article in a peer-reviewed journal was entitled “Trends In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ntally Retarded” (Conroy, 1977), and it was written partly as a
warning against deinstitutionalization of people with [what was then called] mental retardation. It also
helped spur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tracking system on residential settings (Lakin, personal
communication, 1994).)
26) Two great advantages of the “every person every year” approach were: (1) sampling was not used, so inferential statistical
tests were not strictly even necessary – they are intended for generalizing from a sample to a larger population. We had
the entire population. (2) The credibility factor – when non-scientists heard the phrase, “We have visited every person
every year,” the impact upon trust in the findings was powerful.
27) The full study report can be downloaded from
https://dl.dropboxusercontent.com/u/12186355/PennhurstLongitudinalStudyScannedV3Optimiz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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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oday, the failure of early deinstitionalization of citizens with mental illness is regarded as a
national debacle. According to Wikipedia,
The purpose of the [Community Mental Health Act] was to provide for
community-based care, as an alternative to institutionalization. However, some
states saw this as an excuse to close expensive state hospitals without spending
some of the money on community-based care. .... Many patients, formerly
warehoused in institutions, were released into the community. However, not all
communities had the facilities or expertise to deal with them. In many cases,
patients wound up in adult homes or with their families, or homeless in large
cities, but without the mental health care they needed (Wikipedia, Community
Mental Health Act, accessed 2015).
By my own reckoning, America discharged about 500,000 people from mental hospitals from
1955 to 1980. By conservative estimates, there are now:
● At least 300,000 people with severe chronic mental illness in our jails and
prisons,
● Approximately 100,000 non-elderly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in nursing
homes where they receive little or no “treatment,”
● And there are an estimated 643,000 people who are homeless, about 40% or
about 250,000 reporting some form of mental health problems, of whom we
might estimate that at least 100,000 might be classified as severe and chronic.
The deinstitutionalized 500,000 are accounted for, and more, by the conservatively estimated
500,000 who have wound up in settings that are “unhelpful” -- to say the least.
It was in that context that I approached the task of evaluating the outcomes of Judge Broderick’s
Order. Though it never mentioned “closure” of Pennhurst, the Order did require community placement
of everyone there – and I knew that the vast majority of the people there had very significant
limitations and would not survive without extensive and well thought-out support systems. I expected
that the Pennhurst Longitudinal Study’s primary utility would be that it would provide “early
detection” of massive problems, including mortality.28) The Study’s early detection would enable the
Court and the Commonwealth to cease deinstitutionalization, or at least find ways to make it work.
The next section of this chapter shows how wrong I was.

2.2 Results: Were People Better Off?
In the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my team at Temple University’s Developmental Disabilities
Center studied the individual human effects of the district court’s orders in Halderman v. Pennhurst.
This order resulted in the transfer of all of the people living in a large state institution in
28) Mortality did not actually increase, it decreased. Comparative mortality – institution and community – became a topic of
intense contention later in the scientific, advocacy, and legal communities. We will discuss that issue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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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sylvania to small, supervised Community Living Arrangements (CLAs) in the communities from
which they originally came. From 1979 to 1986, the Temple team visited every person every year,
and surveyed every next of kin or guardian about their opinions.

There were 1,154 people in

residence at Pennhurst on the date of Judge Raymond J. Broderick’s historic Order of March 17,
1978. My team immediately visited every one of those people, and collected information about
characteristics, abilities, behavior, health, and service needs. (Many of these people are still being
tracked in monitoring systems that grew out of the Pennhurst Study.) Every person was visited every
year, and every family was sent a survey. We knew a tremendous amount about their quality of life
over the period from 1978 to 1992. Their characteristics at the beginning, in 1978, were as follows:

Characteristic

Average

Average age

39

Average years at Pennhurst

24

Percent male

64%

Percent nonverbal

50%

Percent with seizures

33%

Percent not fully continent

47%

Percent with aggressive behaviors

40%

Percent labeled severe or profound

85%

The table shows that the Pennhurst people had very significant disabilities and challenges. Such
people had never before been relocated from institution to community on such a large scale.
The three-person Community Living Arrangement (CLA) was the prevailing program model in
Pennsylvania at that time. These operated in regular houses or apartments. Nearly all of the
Pennhurst people went into homes with 24-hour staffing. The provider agencies were entirely private
corporations, and of 43 such agencies in the southeast region of Pennsylvania, all were non-profit
except one that had been founded in the 1930s.

2.2.1. Increased Independence (Adaptive Behavior)
The graph below depicts the average increase in adaptive behavior over the course of the eight
study years, that is, once people moved from institution to community. In fact, a direct quote from
one Pennhurst Study report stated,
The adaptive behavior growth displayed by people who moved to CLAs under this court order
[was] literally 10 times greater than the growth displayed by matched people who are still at
Pennhurst (Conroy & Bradley,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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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the encouraging findings with respect to adaptive behavior, later study revealed positive
gains in self-care skills that continued to improve the longer the people lived in the community:
● Upon placement, average gain 9%;
● 3 years after placement gain of 12%;
● Most recent measurement,(1992) gain of 14%.

2.2.2. Reduced Challenging Behavior
The improvements are shown on the graph headed “Improvements in Challenging Behavior.”
Moreover, the following findings accrued in later years:
● Average improvement in challenging behavior area upon placement 1%;
● 3 years after placement 3%;
● Most recent measurement, 199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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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Positive Family Reactions
Initially, in 1979, the families of the people at Pennhurst were very satisfied with the
institution. They were also quite strongly opposed to community placement. At the beginning, 83%
of families reported satisfaction with Pennhurst, and 72% opposed movement to the community.29)
When surveyed later, however, these families had radically changed their views. When asked whether
they thought their relatives were happier or less happy since moving, not a single family rated their
family member as being “less happy” or “much less happy”. As shown in the 1991 survey results
below, 75% of families thought their family member was happier. Not a single family believed their
relative was less happy in the community.
“Has Your Relative’s General Happiness Changed Since Moving to the Community?”
Much Happier

43%

Happier

32%

Same

25%

Less Happy

0%

Much Less
Happy

0%

0%

10%

20%

30%

40%

50%

This and other related analyses showed that families had shifted in their feelings about
community living, from strong opposition to overwhelming support.
Some of the most compelling findings in the study were the verbatim comments of the families
after deinstitutionalization. These comments frequently included expressions of surprise that they (the
parents) had ever opposed community placement in the first place, coupled with surprise at the
magnitude of improvements in the qualities of their loved ones’ lives.

29) We learned during the surveys that families strongly believed that their relatives needed medical care, and this was a
very large component of their belief that the institutional setting was needed. Via additional survey research, we linked
this belief to the history of institutions that were created and marketed as “hospitals.” We found that families perceived
that their relatives had very intense needs for medical treatment, while day to day direct support workers did not
(Conroy, Feinstein, Lemanowicz, & Kopatsi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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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The Voices of the People Themselves – Happier, Never Go Back
A crucial aspect of the Pennhurst Study included “before and after” interviews with a random
sample of 56 people from among those who were able to communicate – verbally or by other means.30)
After the move to the community, the proportion of people reporting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life was approximately double what was found in the institution. There were no areas of decreased
satisfaction over the entire course of the study (Conroy, Walsh, & Feinstein, 1987).31)

2.2.5. Reduced Public Costs
We tracked every public dollar expended to support a large sample of “twins” at Pennhurst and in the
community. Each “twin” at Pennhurst was matched with a “twin” who had already moved to the
community -- and who had the same gender, age, ethnicity, and general level of disability. We published
these studies in peer-reviewed scientific journals (Jones, Conroy, Feinstein, & Lemanowicz, 1984).
The total public cost of serving the people who moved to Community Living Arrangements (CLAs)
was significantly less than for the matched people still at Pennhurst – about $47,000 per year for
people at Pennhurst, versus $40,000 for people in community living. However, the state had to pay a
lot more for people in the community. These findings are illustrated in the graph below.
Who Pays? Federal, State, and Local Share of Costs – Institution Versus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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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Federal funds were being used to help pay for Pennhurst, but not for community homes,
Pennsylvania contributed only about $21,000 per year for people at Pennhurst, and about $36,000
per year for people in CLAs. Today, Federal funds are readily available in community homes (via the
30) This aspect of the study was innovative. Prior to this study, researchers had apparently not felt that the feelings of the
people themselves were worth investigating, or that they could not answer reliably enough.
31) During 14 years of tracking the people (we kept following all the people even after the Longitudinal Study ended), we
noted only two people said they would like to “go back.” They were people who formerly had “the run of the place,” in
a sense similar to a trustee in a prison. They enjoyed great power and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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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id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program, commonly called Medicaid Waivers), so this
“disincentive” for state governments to community living is gone.
The community settings did cost less than Pennhurst – but it is absolutely crucial to understand
why. The entire cost savings could be traced to much lower salaries and benefits for community
workers (Jones et al., 1984; Stancliffe & Lakin, 2004). Pennhurst was staffed by state employees,
and their powerful union had negotiated decent living wages over the decades. The community was
new, not unionized, and direct support workers were paid close to minimum wage, often with no
benefits. This situation persists today, and is widely believed to have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quality, including high staff turnover, and the need for workers to hold two jobs.

2.2.6. Other Outcomes and Summary
The five years of the Pennhurst Study led to the conclusion that, on the average, the people
deinstitutionalized under the Pennhurst court order were better off in almost every way we knew
how to measure. For the people who moved from Pennhurst to small community residences, results
were conclusive. The study included ways of looking at quality of life beyond the ones highlighted
above (increased independence, reduced challenging behavior, extremely positive reactions of relatives,
and reduced public costs) – and these other measures of quality are summarized in the table below.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 Summary of Outcomes
Health

Access to health care was maintained, no deterioration of
health or health care (Nowell, Baker, & Conroy, 1989).

Qualities Of Environments

Major increases in measures of Physical quality,
Individualization, and Normalization.

Productivity

Increased: Daily engagement, activity, employment,
earnings, household chores. From about 30% with daily
program activities to nearly 100%.

Service Delivery Process

Increased services, from 189 to 225 hours per month;
more teaching/training, therapies, goal attainment, Case
Manager contact.

Integration

People “getting out” into places where they might
encounter everyday citizens increased markedly. Family
contacts were maintained.

Community & Neighbor Acceptance

Positive findings: most neighbors did not know about
the new group home, and for those who did, initial
fears vanished by six months. No impact on real estate
values wa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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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nsistency of the Conclusions
The Pennhurst research led me to try to replicate the study in other states, with and without
Court involvement. Replication is at the heart of science. I wanted to know whether the Pennhurst
success could occur in other, different states and service systems.
While Pennhurst was being downsized, the state of New Hampshire determined to close its only
institution, the Laconia State School. My colleagues and I completed the New Hampshire Applied
Research Project in 1986 (Bradley, Conroy, Covert, & Feinstein, 1986). Our findings were precisely
parallel to those we had obtained in the Pennhurst Study.32)
Connecticut followed suit with its agreement to close the Mansfield Training School near
Hartford, which was accomplished in 1993. The results were strikingly similar to both the
Pennsylvania and the New Hampshire findings (Conroy, Lemanowicz, Feinstein, & Bernotsky, 1991).
During the ensuing two decades, the Center for Outcome Analysis has been involved in many of
the major downsizing and closure efforts in the United States. We designed and operated the Gary
W. Monitoring System in Louisiana, the Quality Assurance Project in Oklahoma, the Thomas S.
Longitudinal Study in North Carolina, the Winfield Closure Study in Kansas, the Quality Tracking
Project on Institutional Closures in Indiana, and the Quality Tracking Project related to the Coffelt
settlement in California. The following table summarizes the major studies of deinstitutionalization that
my team conducted.
Deinstitutionalization Studies by the Center for Outcome Analysis
State

Court-Ord
ered?

Number
of People

Number
of Years

Community
Model

Average
Age

% Severe/
Profound

%
Nonambulatory

Years

PA
NH
LA
OK
CT
CA
NC
KS
IN
NJ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No

1154
600
268
900
590
2400
900
88
200
57
7157

14
3
5
9
5
4
4
2
1
2

3 person
4 to 6
Varied
Supp Liv
Varied
4 to 6
4 to 6
2 by 4
Supp Liv
4 to 6

43
39
25
25
44
37
46
43
39
36

86%
66%
68%
86%
86%
68%
26%
100%
67%
7%

18%
21%
17%
27%
23%
28%
12%
58%
23%
13%

78-92
79-86
80-86
90-99
85-90
94-99
92-99
97-99
98-99
89-93

The results of all these studies were extremely consistent. People in all of these deinstitutionalization
efforts, in wildly different states and service systems, all gained in adaptive behavior (independent
32) Partly because of the positive findings of the New Hampshire study, community placement continued, and in 1991, New
Hampshire became the first state to eliminate public institutionalization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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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or self-care abilities), became more capable of self control (decreased behaviors that might harm
self or others), became more integrated among non-handicapped citizens, maintained their health, received
more services, were treated far more as individuals and less as “one size fits all” groups, increased in the
opportunity to make choices about their own lives, and they lived longer by far than they would have
been expected to had they continued to live in an institution (Conroy & Adler, 1998).
After the Pennhurst Study, a series of reports appeared in American scientific journals. There have
been several literature review articles since then as well. One of the first reviews examined all published
reports about behavioral gains and benefits of deinstitutionalization (Larson & Lakin, 1989). That
review included several of our studies, and all were consistent in finding benefits similar to what we
had reported in the Pennhurst Study. More than a decade later, this review was repeated (Kim, Larson,
& Lakin, 2001) with identical results. The behavioral outcomes, in terms of growth in self-care skills
and independent functioning abilities, seem to be robust and have been widely replicated.
The findings of the Pennhurst family surveys have also been subjected to a review for replication
studies, and the results of that review fully supported the findings of the Pennhurst Study (Larson &
Lakin, 1991).
A recent thorough review of worldwide scientific literature on deinstitutionalization was
performed by the Institute for Family Advocacy and Leadership Development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in 2007 (IFALD, 2007). They reviewed more than 100 studies from nearly 50 years of
research literature. In their Executive Summary, they concluded that:
The evidence provides two important lessons for government. Firstly, that people
with disability have better lives, measured in a myriad of ways, when they move
out of institutions. Secondly, that whilst most families oppose the move to close
institutions (change is always hard), families change their mind about its benefits
after the move and become more and more committed to community living as
time goes by.
Even more recently, Raymond Lemay of Ontario, Canada, performed a review (Lemay, 2009), in
which he concluded:

On the whole, the data are compelling: People, irrespective of their degree of
disability, are apt to do better in the community on most measures and do no
worse when it comes to challenging behaviours. …. Very simply, the institution
cannot replace the community in providing individuals – including those with
developmental and serious psychiatric disabilities – with the opportunities for the
good life. There are no compelling client-related arguments left for keeping
people with cognitive limitations, and possibly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way from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To my knowledge, every study that has thus far been performed has confirmed the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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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of the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people who move from institutional to community

living are on the average far ‘better off.’

3.1 The Specter of Community Mortality – Discredited Studies Still Being Cited
Over the past 20 years, there has been one issue that temporarily questioned the suc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issue of survival
(mortality) merits close review. During Pennhurst, an organization of pro-institutional parents and
members

of

institutional

employee

unions

banded

together

to

oppose

the

policy

of

deinstitutionalization. The group, the Voice of the Retarded, is still active at the time of this writing
(see http://www.vor.net). Attorneys and scientists recruited by the Voice of the Retarded to support
their pro-institutional viewpoint have appeared at every court case about institutions since Pennhurst.
In 1996, a study done in California concluded that the risk of dying was 72% higher in
community group homes than in state institutions (Strauss & Kastner, 1996).33) It was based on a
complex mathematical “model” of mortality. The data were provided to the two researchers by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and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Vital Statistics.
This study was followed by several others, published in several journals. Each one was based on the
original data from California.

34)

These studies have been brought to each and every court case and legislative deliberation
concerning deinstitutiona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96, including a joint legislative hearing
in New Jersey in May of 2013.35)
The studies were indeed frightening at first. I too was alarmed, and contacted the researchers
directly to exchange ideas and follow-up studies. I asked one question, which Kastner emphatically
denied:

Were any terminally ill people in the institutions moved to Intensive Care Units in
community hospitals – and did they die there – and were they counted as
‘community deaths’ in your study?

Now, in 2015, the scientific community knows well that this is exactly what Strauss & Kastner
did. They counted institutional deaths incorrectly. Many of the deaths they counted as “community
deaths” were actually people who, dying at a state institution, were moved to local hospitals for
intensive care at the end of their lives, and died in those hospitals. Strauss, Kastner, and all their
publication colleagues who followed, counted them as “community deaths.” They then based all their
33) They also found deaths to be 72% higher for people living with their own parents than for people living in public
institutions. This was extremely difficult to find credible, and raised my suspicions right away.
34) Strauss & Kastner received significant long term research support from the Voice of the Retarded.
35) Families have recently sued to stop planned closures in New Jersey, and they cited the mortality studies:
http://www.njspotlight.com/stories/13/06/05/families-of-disabled-residents-sue-to-keep-developmental-centers-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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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quent analyses, regression models, conclusions, and publications on simple miscounts.
This was demonstrated conclusively by Dr. K. Charlie Lakin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s
Residential Information Systems Project in 1999 (Lakin, 1999). As the head of the Residential
Information Systems Project, Dr. Lakin had been receiving reports of deaths in all of America’s public
institutions from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DDS) since the early 1980s.
His data were so different from those used by Strauss & Kastner that he double checked them with
another source, the Association of Public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ministrators (APDDA), which
was comprised of the directors of all the public institutions. The APDDA also kept data on the
population of people in institutions in every state, including deaths. The APDDA source agreed with
Lakin’s direct reports from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DDS) within eight
deaths: DDS 534, APDDA 526.
Lakin calculated from the Strauss & Kastner publications that they had counted between 352
and 418 deaths of people at California’s institutions in their study. Thus that had counted 149 (plus
or minus 33) fewer deaths among California’s institutional residents than were reported by the state’s
institutional superintendents or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uperintendents.36) Here is the simple tale
told by the numbers:
Reported and Estimated Deaths in California’s Institutions from Fiscal Years 1985 to 1994
California and National Database Reports

Number Used By Strauss, Kastner, and Colleagues

Between 526 to 534

Between 352 to 418

Thus, the entire body of work about mortality in California’s institutional versus community
settings was founded on simple miscounting. They miscounted more than 100 deaths out of about
352 to 534 – somewhere between a fifth and a third of all the deaths has been misclassified. This
easily accounts for their erroneous conclusion that the probability of mortality was 72% higher in
community residential settings than in state institutions.
The Strauss & Kastner mortality findings have never been replicated here or in any other
country. Replication is the ultimate criterion for scientific credibility. All subsequent studies have
failed to confirm or support the Strauss & Kastner work (Conroy & Adler, 1998; O’Brien & Zaharia,
1998; Lerman, Apgar, Jordan, & Taylor, 2003). Moreover the one study based on the Pennhurst
people found that people tended to live longer in the community than they would have if they had
remained in an institution.

36) Lakin could not compute precise numbers from Strauss & Kastner’s publications, and they refused to share any data in
any way with Lakin’s team including Dr. Mary Hayden, so he had to estimate the range from their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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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pacts on Policy and Practice
The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had tremendous impact on policy. As soon as results began to
appear in the early 1980s, Pennsylvania official were encouraged to continue the movement of people
from Pennhurst to community. Judge Broderick cited the results in his later rulings and opinions,
including the final settlement agreement, to justify his decision. The attorneys who argued to end
institutional models “took their show on the road.” The Public Interest Law Center of Philadelphia
(PILCOP) obtained a large grant from the U.S. 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offer
workshops around the country, teaching other advocacy attorneys how to mount a similar lawsuit in
their own states. And, indeed, lawsuits were initiated in at least 10 other states, specifically modeled
after the Halderman v. Pennhurst case. PILCOP attorneys assisted in many of those lawsuits.37)
As those lawsuits proceeded in other states, I was called in as an expert witness (subpoenaed, and
without pay) in many of them. I described the extremely positive findings of the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and that allowed judges to feel some confidence that people would be better off
if they moved from institution to community.
I was called to testify before the U.S. Senate committee concerned with amending the Medicaid
statute, too, because of its “inherent institutional bias” (Conroy, 1986). I found that several of the
committee members were surprised at the positive outcomes of the Pennhurst closure, because they too
were familiar with the nation’s dismal record of deinstitutionalization in the mental health field.
At the time of this writing, 14 states have closed all of their public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None have reported plans to return to the old model. It is
now taken as established public policy knowledge that no one “needs” to live in a large, isolated,
segregated institutional setting.
The influence of the study has extended internationally, as well. In 2006, New Zealand became
the first entire nation to end public institutions entirely.38) The Pennhurst Study, and all the studies
modeled after it, have been the subject of seminars, workshops, lectures, classes, presentations, and
speeches, all over the world. Venues have included the Duma in Moscow, the Ministry of Finance in
Lithuania, Haifa University in Israel, the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directors in Serbia, the fledgling
association of self-advocates named Ne Per Ne in Kosovo, a cross country lecture tour of Mexico in
2011, the 2011 annual conference of attorneys working with various initiatives of the Open Society
Foundation in Ireland, a 2012 gathering of all national disability group representatives in the
37) Some of those states were mentioned in Chapter 7: New Hampshire, Vermont, Rhode Island, Maine, Connecticut, the
District of Columbia, North Carolina and Michigan, to North Dakota, Texas, Oklahoma and New Mexico.
38) By a very great coincidence, the man who helped involved Bill Baldini in the 1968 exposé was instrumental in making this
“first” happen. Ed Goldman, who worked for the Arc of Philadelphia in 1968, later became Pennsylvania’s Commissioner of
Mental Retardation (now called Deputy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Welfare), and helped implement the Right to
Education, and later the creation of the community living system. From 1986 to 1993, he worked in New Zealand’s service
system, and, in that role, oversaw the move of hundreds of people from institution to community settings. He cited the
Pennhurst Study and overcame bureaucratic reluctance and much of the family fears in tha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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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Georgia, and a gathering of disability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in Ukraine in 2014.
There have been many others.
In the closing chapter of this volume, we will discuss the passage and early impact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9 declares “… the

equal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 the community.”
The world is changing now. The significance of Pennhurst, and the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is that it is the evidence-based realization that there is a “better way” to support people with
disabilities – better than the outmoded and inevitably pernicious model of large scale segregation,
isolation, an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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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탈시설화 및 서비스
서론
본 논문은 최근 수십 년 간 영국의 사회 정책 구조의 발달 및 서비스 체계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제공할 것이다. 발달장애인1)들을 위한 서비스 발달은 시설 생활, 지역사회 케어(community
care) 서비스, 자립생활 서비스2)의 세 가지 주요 단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들
각각에 대해 살펴볼 것이나 주된 초점은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탈시설화 및 서비스에 맞춰질 것이
다.
정책 및 행정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다양한 장애인 운동 집단들이 새로운 종류의 법률, 정책,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서비스가 조직되는 방법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응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행사해온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영국의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의 형평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려면 여전히 개선이 필
요한 분야가 상당히 존재한다.

영국3)의 복지 국가와 서비스 발달
영국은 다른 서방 자본주의국가들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의 자산조사형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주의적 복지 체제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Esping-Andersen, 1990). 유럽의 맥락에서
영국은 복지 지급액이 신분 격차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보수적 체제(예: 독일과 프랑스) 및 높은
세금과 복지 국가에 대한 투자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예: 스웨덴과 핀란
드)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항상 가족들에 의한 지원을 제공받아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원은 자조적 조직(가족의 도움을 포함), 종종 자선기금에서 자
금을 조달 받는 자원봉사 조직, 국가가 관리하는 법정 서비스의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법정 서비스 내에서 지원을 조직하는 방법에는 국민 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통한 두 가지가 있다. 영국에서 NHS는 보건의료에 관여하며
서비스는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지역 및 지방 기구가 존재하기는 하나, 전반적인 관리는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NHS는 일반세 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다른 한 편으로 사회보장 서비
스는 지방세를 통한 자금 조달을 통해 지역적으로 관리되며, 반면 전반적인 정책은 국가적으로 결정
1) 본 논문에서는 발달 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영국에서 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학
습 곤란(learning difficulty) 또는 학습 장애(learning disability)이다.
2) 비록 이러한 발달은 순차적이며 각각이 앞선 종류의 서비스를 계승해 왔으나, 영국에는 여전히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
모두가 존재한다.
3) 영국에는 잉글랜드(최대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네 개 국가가 존재한다. 각 국가별로 사회 정책은 넓게 볼
때 동일한 노선을 따르지만 특정 사안들이 국가 정부들에 위임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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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현실에서 언제나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나, ‘사회 서비스’라는 이름이 말해 주듯이 그것
의 초점은 보건보다는 사회보장에 맞춰져 있다. 사회보장 서비스는 초기에는 무료 또는 적은 비용
으로 제공되었으나 최근(탈시설화 이후)에는 자산조사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외에도 지방정부는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예산을 수령한다.
이러한 주된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한 후, 영국의 시설 및 탈시설화의 속성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가고자 한다.

시설의 역사적 발달
영국에서는 빈자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사회 정책이 (비록 그보다 더 앞선 조
치들이 보고되어 있기는 하나) 1600년대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여기에는 온건한 조치와 징벌적 조치
들이 혼재되어 수반되었다. 즉, 정책을 통해 한 편으로는 빈곤을 경감하고자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주로 유급 근로를 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부양하도록 압박해 온 것이다.
종종 영국 사회에서 최빈층에 속하는 장애인들은 변화하는 경제 제도와 공장 노동이 사회적 변화와
압박을 가져온 산업혁명(1850년대부터) 이전까지는 뚜렷한 집단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1940년대까
지 이러한 사회 정책의 기초가 된 구빈법(Poor Laws)은 일반적으로 ‘구호 자격이 있는(deserving)’ 빈
민과 ‘구호 자격이 없는(undeserving)’ 빈민 사이를 구분했는데, 장애인은 ‘구호 자격이 있는’, 즉 자신
의 잘못이 없이 빈민이 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구호 자격이 있는’ 빈민은 약간 더 높은 복지 혜택
급여를 받는 등 전반적으로 소위 ‘구호 자격 없는’ 이들에 비해 덜 가혹한 취급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당시에는
‘옥외(outdoor)’ 구제(지역사회 내에서의 도움)와 ‘실내(indoor)’ 구제(사람들을 구빈원에서 살도록 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번갈아 가며 나타났다. 구빈원은 ‘처우제한(less eligibility)’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
었다. 즉, 구빈원의 여건은 사람들이 지원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더 좋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구빈원은 살 곳과 식사, 일거리, 의료, 교육과 훈련, 의복을 제공했으나 가족들은 분리
되어 종종 서로 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는 힘든 노동이 주어졌고, 음식은 좋지
못했으며 규율은 가혹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1850년대부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대규모 격리 시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여
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지면상의 이유로 인해 이 논문에서 모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노동 시장의 변화는 산업화 및 의료업의 부상과 함께 특히 중요한 요인이었다(이러한 전개에
대한 설명은 Borsay, 2005을 참고하라). 전반적인 인구가 한층 더 도시화되고 농업에서 산업형 공장으
로의 생산 방식 변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배제되어 종종 인구 밀집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대규모 건물에 시설 수용되었다. 시설의 인구는 수천 명에 달했으며 그 전개가 정점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시설로 보내져 그러한 곳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수도 있었다.
1850-60년대에는 백치 요양소 자선기금(Charity for the Asylum of Idiots)에서 잉글랜드 내의
‘백치’들을 위한 4곳의 대규모 지역 요양소 설립을 위한 지원을 제공했다(대부분의 초기 의학진단 분
류가 그러하듯, 백치(idiot)라는 단어는 오늘날 매우 경멸적인 용어이다). 그러한 요양소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온화했고 적대적인 세상으로부터 피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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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 1차 세계대전 당시(1914 – 1918) 우생학과 인구약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좀 더 징벌적인
체제와 보호·관리적(custodial) 접근방식이 부생했다(Gould, 1997). 발달장애인들이 자손을 남기지 못
하도록 하기위해 성별의 분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1940년대에는 자녀가 있으나 결혼을 하지 않은
비장애인 여성 또한 시설로 보내졌다.
일부 시설은 자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대부분의 시설들은 점점 의학적 방향성을 발전시
켰다. 1945년 이후 복지국가와 NHS가 형성되면서 시설들은 점점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탈시설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
1960년대 이후 시설 내 생활 여건에 대한 일련의 추문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 공
급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직원들이 입주민들을 잔인하고 가혹하게 취급한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여기에는 물리적 폭력과 다양한 범주의 비인간적, 모멸적 취급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시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폐쇄 프로그램을 조장하여 ‘지역사
회 케어’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탈시설화를 향한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준 다른 요인들도 존재한다. 1900년대 중반 즈음부터
식민지 착취가 줄어들면서 식민지 자원 착취에서 비롯되었던 국부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비용이 핵
심 문제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 국가가 운
영하는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인구 전반적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 역시 비용 증가를 의미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장기로 시설에 거주하기 때문이었다.
시설로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은 196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옮겨야 한다는 물류상의 난점, 전환기 동안 이중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 잘 조직된 시
설 직원 및 노조의 반발로 인해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1960년대부터 1980
년대 사이에는 폐쇄에 거의 진전이 없었다.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Thatcher 정부가 시설 폐쇄를 서
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책임을 위임하겠다는 이데올로기적 헌신과 연
관시킨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일이었다. 입소자들의 이동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장치들이
개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분명한 것은 당시 정부의 동기가 순전히 발달장
애인들의 복지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보살핌의 분야에서 시장의 발달을 통해 민
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시설화는 그 실패와 남용을 지적한 장애인 운동의 전개에 의한 도전에도 직면했다(Hunt, 1966).
시설에서의 삶은 암담한 생존을 경험하게 해 주었고, Paul Hunt는 타인에 의해 감시 받는 경험을
‘불행하고, 쓸모없고, 다르고, 억압되고, 진력나는’ 것으로 묘사했으며(Hunt, 1966: 146) 사회복지 연
구자들은 이를 사회적으로 죽은 것이라 표현했다(Hunt, 1981).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일반적
인 주거지에서 살 수 있으며 심지어 직업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 명백해짐에 따라 대안적인 모델
이 나타났다.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사업들이 킹스펀드
(King’s Fund)의 보통의 삶(Ordinary Life) 프로젝트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Kings Fund, 1980).
요컨대, 탈시설화는 특정한 시기에 시작된 경우가 아니다. 이 과정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단순한 것과는 거리가 먼 복잡하고 논쟁이 있는 과정이었다. 아래는 탈시설화를 뒷받침한 새로운
법률과 기타 법적 장치들에 대해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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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를 뒷받침한 법률과 정책적 장치
탈시설화를 뒷받침한 핵심 법제는 NHS와 1990년의 지역사회 케어법(Community Care Act)이었다.
발달장애인들을 평가하고 신청인이 자격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지방정부(지자체)들에
게 주어졌다. 이전에는 서비스 기관 스스로가 자격을 평가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반면,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서비스의 평가와 구매가 공급으로부터 분리되었다(구매자 – 공급자 분리). 이는 서비스 공
급 분야에서 준시장을 만들어내었고 민간 서비스 개발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분리는
의료 및 사회 보호 서비스 모두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각 서비스의 구매 부문은 동일한 조직에서 근
무했던 예전 서비스 공급자들은 물론 자선단체들에게도 계약을 주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개발
될 수 있었다. 이는 ‘보호의 혼합 경제(mixed economy of care)’라는 용어로 명명되었다.
탈시설화 과정에서 NHS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정부 자금은 사람들이 시설을 떠나는 것을 동
행하기 위한 예산을 할당함으로서 지방정부로 옮겨졌다. 현실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발달장애인
들에게 자신이 가는 곳에 대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비록 그 연결고리가
희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본래 출신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지자체로 배정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외에도 지방정부는 필요의 정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4)5)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추가 예산을 수령한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신 수치를
보면(각주 참조) 이러한 보조금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그러나 이
러한 장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이 폐쇄되고 지역사회 케어 체계가 발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탈시설화 이후의 서비스 발달 – 지역사회 케어 서비스와 지역사회 내의 삶
초기에는 시설 생활이 점진적으로 더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규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었고 그 규모는 약 6인에서 최대 60인 이상
까지 다양했다. 이러한 소규모 시설들 중 다수는 입주민들이 침실의 장식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좀 더 가정적이고 편안한 생활 여건을 제공했다. 그러나 종종 직원의 편의에 기반한 일과 수립,
일상적 생활에서 선택의 부족과 통제의 결핍 등과 같은 시설의 관습이 남아있었다. 어떠한 경우에
는 거주시설이 대규모 시설 부지에 지어지기도 했고, 그 인근에 지어진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러한
소규모 지역사회 그룹 홈 중 일부에서 야만적인 처우에 대한 보고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점을 인
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활지원
1990년대부터 발달장애인들을 자신의 집에서 지원하는 한결 더 일관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다.
생활 지원 서비스는 개인 및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지원을 맞춤화하는 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왔다.
2003년 정부의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Supporting People)은 주택 공급을 생활 지원으로부터
분리했고, 이는 다른 조직들에 의해 제공되어야 했다. 지금까지 생활 지원 서비스가 증가해 왔고,

4)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 예산에 관한 최신 자료 :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45052/RA_Budget_2015-16_Statistical_Release.pdf

5) 지방정부 자료 :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local-authority-revenue-expenditure-and-financing-england-2015-to-2016-budget

188

2015 장애인정책 국제포럼 -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거주

이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늘어난 선택과 통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개선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항상 생활 지원의 최고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직원들에 의해 많은 주요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을 수도 있다(Fyson et al, 2007).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사는 것이 자동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Hart 등(2007)은 가정, 거주시설(residential homes), 지역사회 홈(community homes)에서 발달
장애인들의 상황을 비교했다. 부모들이 대단히 중요했지만, 그들이 반드시 발달장애인들에게 스스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소규모 지역사회 홈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것과 대
형시설에서 사는 것보다 선택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보였으나, 여기에서도 동행하는 직원이 있
을 때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등의 제약이 있는 것과 같이 여전히 한계가 남아 있었다. 영국의 발
달장애인들 중 대다수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대해 선택권이 전혀 또는 거의 없다(Emerson and
Hatton, 2008). 많은 성인 발달 장애인들은 부모와 함께, 혹은 지원주택, 그룹 홈과 대형 거주시설
이나 요양원에서 산다.

탈시설화의 비용
제시된 모든 수치는 반드시 잠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탈시설화를 달성하는 데에 30년이
넘게 걸렸고 수많은 서로 다른 요인들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확정적인 계산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상대 비용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예산의 유의성을 변화시켜 연도별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많은 비용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장애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불평할 때,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이는 전혀 늘어
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가족과 장애인 자신들이 부담해 왔던 장애의 비
용 중 더 많은 부분을 지역사회에 전이시킨다.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의해 부담될 때, 이러한
비용에는 장애의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삶의 시간들, 상실된 기회, 삶의 질 상실
도 포함된다. (Mansell, 2006: 10)
또한 연구들은 종종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한다. 발달장애인들을 지역사회 환경으로 전이하는
것에 따른 다양한 주택 및 지원 모델이 개발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규모의 시설을 호스텔
및 분산 주택과 비교하지만 그들은 종종 일관성이 없다. 비용은 반드시 그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야 하며, 연구들은 종종 서로 다른 질적 측정치를 참조한다. 마지막으로, 영국 정
부는 탈시설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자원을 배정하는 것을 회피하고 ‘취약계층(soft
targets)’을 설정하고 탈시설화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것을 선호해왔다(Mansell, 2008). 이러한 모
든 문제들이 영국의 탈시설화와 관련된 비용의 추산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가장 체계적이고 상세한 비용 분석은 여러 유럽 국가들의 국제 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
다(Mansell et al., 2007).
주어진 비용 변화의 한 가지 예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퇴
거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원을 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또한 도움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이들)이 나중에 나가게 된다.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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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기 거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케어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북런던에 위치한
두 곳의 정신병원의 폐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전의 입원 환자들은 시설을 떠난 지 1년과
5년 뒤 최소한 병원에서만큼이나 좋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었다. 정상보다 높은 사망률, 노숙, 범죄
문제도 없었다. 생활 여건과 케어는 병원에서보다 훨씬 더 좋았다. 사회망은 안정적이었다. 몇몇은
양호한 관계를 만들어냈지만 대부분은 지역사회에 통합되지 못했다. 병원 재입원은 흔하게 일어났다
(38%가 5년 동안 최소 1회 이상 재입원했다)6). 임상적 결과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증상과 사회적
행동 모두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놀라운 안정성이 밝혀졌다. 환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을
병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선호했다(Mansell et al., 2007 참고). 더 나은 결과는 더 높은 비용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주지의 사항은 결과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생활 서비스의 종류 사이에 상당한
중복이 있다는 것이다. 더 나은 결과는 직원 훈련 및 개발에 대한 투자와 연관되어 있었다. 더 낮은
비용은 새로운 민간 보호 주택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 지점에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결과는 좀
더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유의하라. 대부분의 케어 시스템의 맥락의 복잡성(다중 서비스, 다중 기관,
다중의 자금출처 및 경로)이 의미하는 것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손
쉬운 재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개인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려는 시도는 효과적이었으나
이것을 권리옹호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 그럴 수 있었던 것보다 사람 중심의 변
화에서 멀어졌다.

탈시설화 직후 기간과 연관된 주거 종류
다른 몇몇의 연구들은 다른 유형의 지역사회 거주시설의 비용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Emerson 등(2000)은 새로 지어진 기숙사(residential campus)에 사는 복잡한 중증장애가 있는 20명의
성인과 소규모 지역사회 기반의 분산 주택 체계에 사는 20명의 성인을 위한 주거 지원의 비용, 속
성, 편익을 비교했다. 이 결과 역시 분산 주택 체계에 사는 사람들이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
씬 더 나은 보호의 질과 삶의 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산 주택 체계에서의 총 공급
비용은 주거 단지에서의 총 공급 비용보다 현저히 컸다. 이는 더 높은 인력 편성 비용으로 인한 것
이었다. 1997-1998년의 분산주택 비용은 £1218, 기숙사 비용은 £9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규모가 작은 것과 무작위 견본이 부족한 것은 이러한 결과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
나 비용과 서비스의 질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예: 직원 근무 시간이 늘어나
는 것이 자동적으로 더 많은 접촉 시간으로 이어지지 않음). 반면, 다른 연구들은 이와 반대되는 결
과들을 찾아내었고, 주거 서비스와 생활 지원 서비스의 비용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역사회 서비스에서의 더 나은 경험에 대한 결과는 일관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서비스 모델
에서 중복이 존재하고 지역사회 서비스가 반드시 개선된 서비스를 보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이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직원 처우의 차이(Komza et al, 2009) 및 더 폭넓은 맥락적
투자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전 모델로부터 새로운 모델들이 발전하면서 그
러한 비교는 다른 관점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영국에서 시설화가 긴 그늘을 드리우고 있으며 건물
의 변화로 단순히 종말을 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6) 그러나 이러한 재입원율은 모든 집단 및 지역으로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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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의 부정적 측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권리옹호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시설은
종종 구획들을 점증적으로 폐쇄한다. 예를 들어 랭카셔의 한 시설의 경우 병동 폐쇄 프로그램은 중
앙난방 시스템의 폐쇄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지역사회에 재정착하기 전 시
설의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여러 차례 옮겨지는 일이 빈번했다. 개
인 환경에 대한 통제권이 결여된 상황에서 강제 이동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에 따라 그러한 스트레
스가 더 높은 사망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개인에 대한 돈이 지방정부에 할당되었기 때문에, 이는 사람들이 상품처럼 취급되고 종종 타인
의 결정에 따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쌍의 남녀가 시설
내에서 연인 관계를 형성해 시설을 떠난 후에도 함께 살기를 희망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다른 지자체 구역에 ‘속한다’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그들은 그러한 결정에 항의
할 기회도 없이 분리되어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다.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영국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심각한 상동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 수 년 동안 벌어졌다. 20세기의 마지막 10년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가능하며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기는 하나,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는 ‘복잡하고 까다로운(complex)’ 사람들 또는 ‘도전적 행
동’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대신
일부 오래된 장기 요양 병원 부지 및 몇몇 신규 민간 병원을 포함한 소규모 시설 서비스의 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모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지하는 정책적 선호(최소한 웨일즈와 잉글랜
드의 경우에는 그러하다)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서비스의 지역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한
가지 문제이나, 사회복지 시장의 발달에서 비롯되는 문제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서비스들은 종종 지역적인 것들이 아
니기 때문에 주거형 숙소(residential accommodation)에서 도움을 받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거의 3분의 1
가량이 자신의 고향과는 떨어진 곳에 있다.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는 상당히 시설화 되어 있고, 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처우에 관한 추문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몇몇 사례들에 대해서는 다음
에서 설명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외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 2,500명이며, 이는 1970년대의 약 6만 명과 비
교된다(Mansell, 2007). 이 2,5000명에 관해, 2014년까지 모두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근래의
정부의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해 현재 영국에서 활발한 조직적 운동과 정책
적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본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립 생활의 발전 및 발달장애인들의 이에 대한 접근성 확보 정
도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이다. 여기에서 최근에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들에 의한 법적 권리 확보이며,
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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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지원에 있어서의 법적 권리
영국 정부는 2009년 2월 8일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에, 2009년 8월 7일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에 비준했다. 포괄적 교육
(inclusive education)에 관한 제 24.2조 및 해군, 공군, 육군 구성원에 대한 고용에 있어서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제 27조(근로 및 고용)의 조건들이 등록되었다.
2010년의 평등법(Equality Act)은 장애, 연령, 성전환,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취향,
혼인 및 시민결합, 임신과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직장, 물품, 시설과 서
비스 제공, 공공 기능의 행사, 건물의 처분과 관리, 교육, 민간 조직과 같은 협회에 의한 교육과 행
위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다루고 있다. 2011년 발효되었으며 평등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평등의
무조치(Equality Duty)는 영국의 공공 부문 조직들이 업무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 평등을 촉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양호한 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5년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7년 발효)은 할 수 없음이 증명되지 않은 한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의 Adults with Incapacity
Act(2008)는 이와 유사하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 법률의 의도된 바는 가능한 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원하고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된(예: 사
람들이 현저한 인지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어떠한 식으로 능력을 잃게 된 경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법은 어떠한 사람이 개인 금융, 건강, 복지에 관해 자신을 대신하여 행사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내려지는 모든 결정들이 해당인의 ‘최
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현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들은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취급될 수 있다. 어떠한 사람이 정신건강 컨디션 또는 에피소드를 가진 것으로 판정
되는 경우 1983년의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 및 최근 이루어진 다수의 개정 법률이 적용된
다. 비록 결정이 검토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료를 위한 절차들과 안전조치 및 권리옹호 서비스7)
에 대한 공급이 존재하지만, 이 법은 자유의 박탈을 포함한 비자발적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 내의 삶을 좀 더 지원하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조력을 관리할 수 있
도록 독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비장애인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활
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국에서는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라 칭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모든 일
을 도움 없이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일상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선택과 통제권을 갖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Morris, 2006).
이 정책은 모든 주요 정당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최근 고용에 대한 장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직접 지불을 통한 지원수당과 자기주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해 간단히
논의할 것이다.

7) 권리옹호는 자유를 박탈당했거나 다른 치료 및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을 능숙하게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지원이 수반된다. 이는 정신건강 컨디션이 있는 일부 사람들을 위한 법적 권리이나 학습 곤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
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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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경증에서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것으로 분류되고 잉글랜드의 사회보장 서비스 부서에 알려져
있는 사람들 중 단 6%만이 고용 상태이다. 발달장애에 대한 광범한 정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비율이 더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정부가 2010년 발표한 17%의 고용 비율에는 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일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한다. 근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65%가 직업을 갖고 싶어한다(Emerson et al, 2005).
주류 고용 서비스 기관들은 종종 더 큰 장애를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근로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노동 시장과 관련된 평가를 기반으로 돈을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사용
되는 범주들에 반영되어 있다. 비록 이론상으로는 그들에게 다양한 지원 조치들이 열려 있으나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이로 인해서 고용센터(Job Centre, 모든 비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국가 고용 서비스)와 같은 주류 고용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에 접근할 수 없었다.
더 ‘심각한’ 발달장애를 가진 구직자들은 직업 선택을 결정하고, 일자리를 찾고, 근로를 시작한 이후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담 지원을 받을 때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Beyer and Robinson,
2009). 지자체와 자발적 조직들이 이러한 형태의 도움을 제한적으로 일부 제공하고 있다. 고용 상
태에 있는 많은 이들은 종종 연회, 청소, 공장 노동 등과 같은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한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급여 자격을 유지하면서 적은 금액의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는 일련의 구멍들을 이용
해 한 주에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자신의 복지 급여를 보충한다. 이 사안이 정부 전략과 보고서에
암시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 시간에 대한 정교한 최근 자료는 나와 있지 않다. 지원 고용에 더한 추
가적인 모델들이 최근 개발되었으며,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과
전문적인 일자리를 공유하는 공동근로(co-working)이다. 이는 아직 널리 확산되지 않았으나 몇몇 이
목을 끄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다. 프로젝트 검색에 따르면 공공 부문 기업에서 집단 알선을 통한
고용 확보의 성공 사례들이 일부 보고되고 있다.
유급 고용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들의 비율
유급 고용 비율

2010-11
6.6

2011-12
7.1

2013-14
6.7

2014-15
6.0

자료: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15 Measures from the Adult Social Care Outcomes
Framework. 주 : 2012-13년에는 자료가 발간되지 않음.

자립생활
세 번째로 사용자가 관리하는 자립생활에 대한 정책 지원은 최근 1990-2000년대부터 발달되
었다. 그 일환으로 국가에 의한 서비스 지급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원 비
용을 지불하기 위한 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누구를 고용할 것인지 선택하고 지원을
받는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생활 여건과 관련하여 대부분 직접지불과 자립생활 지
원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관계의 개선이 일어난다는 증거들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Woodin, 2006).
정책 개발의 측면에서 자금에 대한 접근성과 의사 결정 지원은 그렇게 단순한 사안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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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6년까지는 서비스 사용자들이 지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돈을 주는 것이 불법이었고,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상당한 조직적 운동을 펼친 이후에야 변경되었다(Evans,
2003).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화(personalisation)’로 기술되었으며 앞서 기술한 지역사회 케어의 공공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 지원과 장비 제공은 여전히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초기에는 직접지불의 확대가 매우 느렸고 신체 장애인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 지불 배
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자격뿐만 아니라 자금과 인력을 관리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
해야 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적용되도록 법률이 바뀐 이후에도 이를 근거로
발달장애인들을 자동적으로 배제했다.
직접 지불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1년 지방정부가 요청이 있을 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을 제공하는 것이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되었다. 잉글랜드에서는 2009년 신청인
이 이러한 과정을 관리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8).
지속적인 캠페인, 그리고 NGO 단체들-특히 인컨트롤(In Control)(Tyson et al, 2010)-의 서비스
개발 작업의 결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개인 예산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연성이 확대되었다.
개인 예산은 직접 지급과 매우 유사하며 종종 이 두 조치들을 합해 자기주도적 지원(self-directed
support)이라 불린다. 직접 지불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정액을 수령하고 이 금액을 자신의 지원
을 위해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 돈은 삶을 좀 더 용이하게 만
들어주는 것들에 사용할 수도 있고, 활동보조인에 사용할 수도 있다. 직접 지급과 마찬가지로, 수령
인들은 여전히 고용할 사람과 그들이 할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그들이 그러한 일을 다
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나 수령인이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예산은 제 3자에 의해 관리될 수도 있다. 또한 수령인은 원할 경우 배정된 금액 전액을 현금
으로 수령하는 대신 전부나 일부를 현물(예: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취할 수도 있다. 이론
상 개인 예산은 돈의 사용처와 관리 방법에 관해 더 많은 선택을 허용하나, 주어긴 기간에 대한 자
금이 떨어졌을 때 수령인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는 없다. 재정은 해당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기
금 또는 이와 비슷한 또 다른 공식적 조직에 의해 관리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자금 관리를 요청하
여 실제 자금의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의’ 지불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불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재정이 점점 제한적이 됨에 따라 실제 지불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초기에는 직접 지불액이 좀 더
컸고 서비스 사용자들은 개인 예산 수령인들에 비해 자금 용도에 대해 더 큰 통제권을 갖고 있었
다. 또한 지자체들이 실제 행위는 바꾸지 않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의 명칭만 개인 예산으로 변경하
는 추세가 있다(Hatton and Waters, 2011). 개인 예산 수령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이러한 경
우임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비교한 국가 통계9)는 대부분의 직접 지급이 신체 장애인들에게 지

8) The Community Care, Services for Carers and Children’s Services (Direct Payments) (England)Regulations 2009
http://www.legislation.gov.uk/ [11.6.12]
9) 잉글랜드의 NHS 정보센터, 스코틀랜드 정부, 웨일즈 정부, 북아일랜드 사회보장 및 공공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Social Services and Public Health)에서 주거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편찬하고 있다. 이는 지출액, 서비
스 사용자 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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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는 NHS 정보센터에서 제공한 것으로서 통계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들의
수를 보여준다.
장기 지원을 받는 사람 수, 지원 유형별, 영국 2014-15
지원 유형

합계

전체 대비 비율

간호

86,000

10%

주거

194,000

22%

직접지불

103,000

12%

41,000

5%

위탁 지원

350,000

39%

합계

890,000

13%

관리된 개인 예산

학습, 발달 또는 지적 장애 : 자폐증
지원 유형

18-64세

65세 이상

합계

간호

0

0

0

주거

3,000

0

3,000

직접지불

2,000

0

2,000

부분적 직접지불

1,000

0

1,000

관리된 개인 예산

4,000

0

4,000

위탁 지원

1,000

0

1,000

11,000

1,000

12,000

합계

자기주도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2005년부터 눈에 띄게 늘어났다. 성인에 대한 직접 지급
지출액은 2009-10년 8억 1천만 파운드에서 2010-11년 9억 6천만 파운드가 되었다. 성인에 대한
직접 지급에 사용된 총 지출액 비율은 2009-10년 5%와 비교해 2010-11년 전체 총 지출액의 6%
로 늘어났다(NHS Information Centre, 2012).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출액에 비해 여전히
소액인 것은 분명하다.

2010-11

2011-12

2013-14

2014-15

자기주도적 지원을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자 비율 %

29.2

43.0

61.9

X

직접지불을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자 비율 %

11.7

13.7

19.1

X

자료: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15 Measures from the Adult Social Care Outcomes
Framework. 주 : 2012-13년에는 자료가 발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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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
자립생활센터(Centre for Independent Living, CIL)들은 대부분 자조 기반으로 장애인들에 의해
관리, 운영되며 영국에서 1970년대 초부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설립되었다. 가장 초기에 세워진 센터 중 하나인 더비셔(Derbyshire) CIL은 자립생활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7가지 필요를 강조했다 : 정보, 동료 지원, 주거, 장비, 개인 지원(활동보조), 교통,
접근성(Davis&Mullender, 1993). 사용자 주도(User-led)의 서비스는 영국에서 사람들이 직접 지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관리 업무의 실용성 및 지원의 관리 측면 모두에서 자신감을 얻는 데에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CIL들은 직접 지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2005). 그러나 발달장애인들 중 CIL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
소수였으며 긴축 재정으로 인해 이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의 범위가 더욱 축소되었다. 자립
지원의 부족은 발달장애인들이 이러한 집단들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의 경우,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권리옹호 집단에, 많은 경우에는 가족과 지자체의 지원에 계속해서 의존해야 함을 의미하고, 이는
자립생활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결론
최근 수십 년 동안 영국에서는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탈시설화부터 지역사회 보호의
발달과 자립생활로 이어지는 동안 생활 여건과 발달장애인들의 경험에 있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직 남아 있는 시설들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추문에 연루되고 있다. 상동 행동의 라벨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지역사회의 지원이라는 문제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다 최근의 문제는
공공 서비스의 재정 삭감과 관련이 있다. 긴축 조치들이 시행되었고, 이는 장애인들에 대해 형평에
맞지 않게 줄어들었다.
현재 또 하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복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각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과 펀딩의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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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nstitutionalisation and Servic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UK
Introduction
This paper will provide a basic outline of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policy framework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rvice system in the UK in recent decades. We can think of service
developmen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10) as having three main phases: institutional
living, community care services and independent living services11). I will be looking at each of these
but the primary focus will be on deinstitutionalisation and services for the issues associated with this.
In discussing the policy and administrative issues, i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the leadership
that various groups of the disabled people’s movement have exercised in developing new kinds of
laws, policies and services, questioning the way that services are organised, so that they are more
responsive to what is needed.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substantial areas for improvement befor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perience equality with non-disabled people in the UK.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and Services in the UK12)
The UK has been described as a liberal welfare regime in comparison with other western
capitalist states (Esping-Andersen, 1990), providing modest levels of means- tested welfare benefits
overall. In a European context it may be compared with conservative regimes, where welfare
payments service to maintain status differentials (e.g. Germany and France) and social democratic,
where there are high taxes and investment in the welfare state, with benefits extended to the middle
classes (e.g. Sweden and Finland).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and always have been,
provided with assistance by their families. Overall, however, assistance may be provided in three
different ways: by self – help organisations (which includes family help), by voluntary organisations
often funded from charitable money, and by statutory services administered by the state. Within

10) Although the term developmental disability is used in this paper, the more usual term in the UK is learning difficulty or
learning disability.
11) Although these developments are sequential, and each has succeeded the previous type of service, all three types of
services still exist in the UK.
12) There are four countries in the United Kingdom: England (the largest),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Social
policy follows broadly the same lines in each country; however there is an increasing trend for certain matters to be
devolved to national governments and some differences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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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ory services there are two main ways of organising assistance: through 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and through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In the UK, the NHS is concerned with
medical health and services are free at the point of entry. Overall management is at the national
level although there are regional and local bodies. It is funded through the general taxation system.
Social services, on the other hand, are administered locally through funding raised through local taxes,
while overall policy is also determined nationally. As the title suggests, the focus is on social rather
than health, although in practice the distinction is not always clear cut. Social services were initially
free or low cost but in recent years (post – deinstitutionalisation) they have increasingly become
subject to means testing. As well as raising money locally, local authorities also receive substantial
budgets from national government, depending on need.
These main distinctions having been made, I will continue by discussing the nature of institutions
and deinstitutionalisation in the UK.

Historical Development of Institutions
Social policies intended to improve the situation of the poor have been in place from the 1600s
in the UK (although earlier measures have been documented) and they have involved a mix of
benign and punitive measures. In other words, policies have sought to alleviate poverty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to impel people to provide for themselves and other family members, mainly
by doing paid work. Disabled people, often among the most poor in UK society, were not really
considered as a distinct group until the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1850s), when the changing
economic system and factory work brought accompanying social changes and pressures.

The Poor

Laws, which formed the basis for these social policies until the 1940s, generally distinguished between
the ‘deserving’ and ‘undeserving’ poor, with disabled people counting as ‘deserving’: that is, being poor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The ‘deserving’ poor were generally treated less harshly than the
so-called ‘undeserving’, for example they received a slightly higher level of welfare benefit payments,
something that remains the case today, even though there have been recent moves to erode this
difference.

There was an oscillating preference for what was called ‘outdoor’ relief (help in the

community) and ‘indoor’ relief (requiring people to live in a workhouse). Workhouses operated on 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 that is, conditions in the workhouse were purposefully more unpleasant
in order to prevent people from calling on support. They provided a place to live, meals, work,
medical care, education and training, and clothes, but families were split up and often not allowed to
talk to each other people were given unpleasant work, there was bad food and a harsh regime.
As was mentioned earlier, most disabled people receive assistance and care from family members
and always have done. From the 1850s, there was however a marked increase in the number of
large, segregated institutional servic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this and space does not permit a detailed explanation of all of these here, but changes
in the labour market, with industrialisation and the rise of the medical profession were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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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factors (see Borsay, 2005 for an account of these developments). With greater urbanisation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a change from an agricultural to industrial factory mode of
production, many disabled people were excluded from the workforce and institutionalised in large scale
buildings often remote from population centres. The population of institutions reached several
thousand at the height of their development and residents could be sent there against their will and
might live all of their lives in such places.
In 1850s – 60s the Charity for the Asylum of Idiots (idiots is now a very derogatory term, as
are most earlier medical diagnostic categories) developed and gave support to the establishment of four
large scale regional asylums for 'idiots' in England. Some such asylums were relatively benign, and
aimed to provide a place of refuge from a hostile world. Later, at the time of the First World War
(1914 – 1918), concerns about eugenics and the enfeeblement of the population gave rise to more
punitive regimes and a custodial approach (Gould, 1997). Sexes were kept apart to ensure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d not breed and later during the 1940s non-disabled women who
had children but were unmarried, were also placed in the institutions.
Although some institutions had been charities, most had increasingly developed a medical
orientation. After 1945 and the formation of the welfare start and National Health Service,
institutions increasingly came under their control.

Factors Affecting Deinstitutionalisation
From the 1960s onwards a series of scandals about living conditions in institutions raised serious
questions about this sort of service provision. Stories emerged about brutal and harsh treatment of
residents by staff members, which included physical violence and a whole range of inhumane and
degrading treatment. The cumulative effect of such repeated stories was to discredit institutions and
a closure programme was instigated, with a transfer to ‘community care’, which is discussed further
below.
Other factors were important in influencing the move towards deinsitutionalisation. Cost has been
seen as a key issue, in that national wealth resulting from exploitation of colonial resources was
diminishing by the mid – 1900s with decreased colonial exploitation. The state was therefore looking
for ways to reduce expenditure and maintaining state – run institutions was costly. Increasing life
expectancy in the general population also meant more expense, as people lived for longer in
institutions.
Although commitment to institutions diminished gradually from the 1960s, in practice they were
very hard to shut due to the logistical difficulties of moving large numbers of people, the problems
of double funding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nd opposition from well organised institution staff
and trade unions. There was little progress on closure between the 1960s and 1980s. Progress was
made in the 1980s and 1990s, when the Thatcher government linked institutional closure with their
ideological commitment to a decreased role for the State in the provision of services and the

발표2 : 영국의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거주

201

devolution of responsibility to ‘the community’. Legal and policy mechanisms were developed to effect
the movement of inmates and these are described below. It is clear that the government of the day
was not motivated only by the welfar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re was a
commitment above all to increasing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market in care.
Institutionalisation was also challenged by the developing disability movement (Hunt, 1966), who
pointed to its failings and abuses.

Institutional life experienced offered a bleak existence and Paul

Hunt described the experiences of being seen by others as ‘unfortunate, useless, different, oppressed
and sick’ (Hunt, 1966: 146), or as being described by social work researchers as socially dead (Hunt,
1981). Finally, alternative models appeared as it became apparent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ld live in ordinary residences and even secure employment. Projects that enable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live successfully in the community were widely publicised through
the King’s fund Ordinary Life project (Kings Fund, 1980).
In summary, it was not the case that de-institutionalisation started at a particular date. The
process lasted decades and was a complex and contested process that was far from straightforward.
The new laws and other legal mechanisms that supported deinstitutionalisation are discussed next.

Laws and Policy Mechanisms Supporting Deinstitutionalisation
Key legislation supporting deinstitutionalisation was the NHS and Community Care Act 1990.
Local authorities (municipalities) were given a duty to assess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provide services if applicants were eligible. Whereas previously the services assessed for eligibility
and provided services themselves, under the new provisions the assessment and purchasing of services
was separated from the provision of them (a purchaser – provider split). This created a quasi –
market in service provision, opening the door to the development of privatised services.

The split

also involved both health and social care services and the purchasing arms of each often also gave
contracts to previous service providers who had been from the same organisation, as well as charities
so a range of types of service developed: What has been termed a ‘mixed economy of care’.
During the deinstitutionalisation process, government funding for NHS – run institutions was
transferred to local authorities through allocating money to accompany people leaving institutions. In
practice it meant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d not have much say in where they
went: they were allocated to the local authority that they were seen as having come from originally,
even if this link was now tenuous.
As mentioned earlier, as well as raising money locally, local authorities also receive substantial
additional budgets from central government depending on a range of factors13)

14)

such as the degree

13) Most recent data on Government budgets for local authorities: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45052/RA_Budget_2015-16_Statistical_Release.pdf

14) Local Authority data: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local-authority-revenue-expenditure-and-financing-england-2015-to-2016-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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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eed. (The latest figures provided here (see footnotes) show reductions in these grants, a point
that will be mentioned later.) However these mechanisms allowed the closure of institutions over time
and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of community care.

Service Development after Deinstitutionalisation – Community Care
Services and Living in the Community
Institutional living arrangements were initially gradually replaced by smaller ‘community based’
services that were categorised in a variety of ways, depending on size and service provided, and these
often ranged in size from accommodating around 6 people, up to over 60.

Many of these smaller

services provided more homely and pleasant living conditions, for example residents might be
permitted to choose their own bedroom décor. However, often institutional practices remained,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routines based on the convenience of staff and lack of choice and control over
everyday living. In some instances residences were even built on the grounds of large institutions,
often at the edg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re were continuing reports of brutal treatment in
some of these smaller community care homes.

Supported Living
From the 1990s there has also been a much more consistent policy of support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ir own homes. Supported living services have been more focussed on
individuals and on tailoring support to what people need.
The 2003 government programme Supporting People separated the provision of housing from living
support – these should be provided by different organisation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supported
living services, which are seen as an improvement in terms of offering increased choice and control to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owever, these do not always follow the best principles of
supported living and many major decisions may still be taken by staff (Fyson et al, 2007).
Living with family members does not automatically afford greater choice in daily living. Hart et
al (2007) compared the situation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family, residential and
community homes. Parents were of central importance but they did not necessarily allow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Smaller community homes fared better for
choices than both living with families and larger residential homes, although even here limitations
remained, for example, restrictions on going out only when support staff were available. The majority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UK have very little or no choice over where to live
(Emerson and Hatton, 2008). Many adults live with their parents, in supported housing, group homes
and larger residential homes or nursing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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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s of Deinstitutionalisation
All figures provided must be seen as tentative. Given that deinstitutionalisation took more than
three decades to achieve and that it involved so many different factors, it is not possible to give a
definitive account. Also, inflation changes the significance of the budgets in the studies that have
looked at relative costs, making comparisons between years difficult. A further caveat is that many
costs remain hidden:
When governments complain that expenditure on disability is rising then arguably
it is not rising at all.……. [for example] the transfer of more of the cost of
disability, hitherto borne by the family and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themselves,
to the community. These costs, when borne b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include lost years of life, lost opportunities and lost quality of life as well
as the direct costs of disability. (Mansell, 2006: 10)
Additionally, studies are often comparing different things. Different models of housing and
support developed following with the transfer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community
settings. Some compare institutions of various sizes with hostels and with dispersed housing but they
are often not consistent. Costs must be thought of in relation to what they are purchasing and
studies often refer to different quality measures. Finally, the UK government has avoided setting
targets for deinstitutionalisation and allocating resources to them, preferring to set ‘soft targets’ and
emphasise the ideology of deinstitutionalisation (Mansell, 2008). All of these issues make estimating
the costs associated with deinstitutionalisation in the UK very difficult.
The most systematic and detailed analysis of costs was carried out as part of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several European countries (Mansell et al., 2007)
An example of changing costs given is that costs increased over time because people were not
randomly moved out. People who needed less support were moved first and those needing more help
(and who cost more to help) moved later. The most comprehensive evaluation of community-based
care for former long-stay residents looked at the closure of two mental health North London
hospitals. The outcome findings suggest that former inpatients were enjoying a quality of life at least
as good as in hospital one and five years after leaving the institution. There were no problems with
higher-than-normal mortality, or with homelessness and crime. Living conditions and care were much
better than in hospital. Social networks were stable: a few made good connections but most were not
socially integrated into local communities. Hospital readmissions were common (38% had at least one
readmission over a five-year period)15). Careful examination of clinical outcomes revealed striking
stability over time in both symptoms and social behaviour. Patients strongly preferred community
living to hospital. (Reported in Mansell et al., 2007). Better outcome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15) However this re-admission rate should not be generalised to all groups and loc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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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s but it should be noted that results are not conclusive and there is considerable overlap between
types of living service. Better outcomes are associated with investment in staff training and
development. It is noted that cheaper costs were associated with the new privatised care homes and
here it was also noted that outcomes for service users were more limited.
The complexity of the context of most care systems (multiple services, multiple agencies, multiple
funding sources and routes) means that there are no easy financial mechanisms to pull to bring about
wholesale changes in service delivery. In the UK, tying funding to individuals was effective, but
missing the chance to link this to advocacy made the transition less person centred than it might
have been.

Types

of

Housing

Associated

with

the

Immediate

Period

after

Deinstitutionalisation Insert chart – housing types – Mansell 2007
There have also been some other studies looking at the costs and outcomes of different
community residence types. Emerson et al (2000) compared the costs, nature and benefits of
residential supports for 20 adults with labels of severe and complex impairments living in newly built
residential campuses and 20 adults living in small community-based dispersed housing schemes. Results
reported again that people living in dispersed housing schemes experienced a much greater quality of
care and quality of life than those who lived in residential campuses. The total costs of provision in
dispersed housing schemes were significantly greater however than the total costs of provision in
residential campuses. This was due to higher staffing costs. At 1997 – 8 costs, dispersed housing
costs were found to be £1218 and £952 for residential campuses. The small scale of the study and
lack of random sample are important caveats to the findings. However there was found to be a lack
of correlation between costs and quality of service (e.g. more staff hours did not automatically equate
to more contact time). On the other hand, other studies have found contradictory results,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sts of residential services and supported living services.
The findings on better experiences in community services are consistent. But with different
service models there are overlaps and a community service has been found to be no guarantee of
improved service. Variations are due to the people using the service and to variations in staff
treatment (Komza et al, 2009), as well as the wider contextual investment. Over time however, as
new models have developed from earlier ones, such comparisons have been superseded by different
perspectives. It is clear that in the UK institutionalisation cast a long shadow and did not simply end
with a change in buildings.

Negative Aspects to De-institutionalisation
The lack of link to advocac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s been mentioned
above. Institutions often shut wards incrementally. For example, in one institution in Lancashi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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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d closure programme followed the way that the central heating system needed to be shut down.
People were frequently moved from ward to ward and from one institution to another many times
before being resettled finally in the community. Such stresses could lead to higher death rates where
enforced moves caused increased stress in the face of lack of control over personal circumstances.
Because money was allocated to local authorities for individuals, this meant that people were
treated as commodities and often moved from place to place according to the decisions of others. For
example, in one instance a couple who had formed a romantic relationship in the institution wished to
live together after leaving. However it was judged that they ‘belonged’ to different local authority
areas and so were separated and sent to different localities with no opportunity to appeal the decision.

People with ‘Challenging Behaviour’
For many years it was debated in the UK as to whether it was possible to accommodate people
labelled as having severely challenging behaviour in the community. It was established that this was
possible and could be successful in the last decades of the 20th century.
This being said, community based services have often not provided a good service to people
whose needs are considered to be ‘complex’ or have ‘challenging behaviour’. Instead, there has been a
growth of small institutional services, including some on old long stay hospital sites and some new
private hospitals. This is despite a policy preference (at least in Wales and England) in favour of
community services for all. The problem is one of developing the local competence in services, but
problems also have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in social welfare.
The services that claim to be experts in supporting these people are often not local, so that now
nearly a third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pported in residential accommodation are placed
outside their home area. Some of these services are quite institutional, and there have again been recent
scandals in the treatment of people living in them. Some examples (these will be described)

Winterbourne View 2011
Slade House 2015
In 2015 there are about 2,500 people living currently in out of area placements, compared with
around 60,000 (Mansell, 2007) in the 1970s.

In relation to the 2,5000, a recent government

commitment to bring everyone back to their local areas by 2014 has not happened and it is
currently the subject of high visibility campaigning and policy debate in the UK.
The last part of this presentation will move on to consider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living and the degree to which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ve gained access to this. An
important part of this has been the securing of legal rights by disabled people in recent yea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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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will be briefly mentioned next.

Legal Rights in Support of Independent Living
The UK government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on the 8 February 2009 and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7 August 2009. Reservations on Article
24.2 inclusive education and on Article 27 Work and Employment regarding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for members of the navy, air force and army have been registered.
The Equality Act 2010 prohibits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disability as well as age, gender
reassignment, race, religion or belief, sex, sexual orientation, 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 and
pregnancy and maternity. It covers unfair treatment in the workplace, the provision of goods,
facilities and services, the exercising of public functions, in the disposal and management of premises,
in education and actions by associations such as private clubs. The Equality Duty, which came into
force from 2011 and is described in the Equality Act, requires public sector organisations in Great
Britain to promote disability equality and establish good relationship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in all areas of their work.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which entered into force in 2007), assumes that everyone can
make decisions for themselves unless it is proven that they cannot and
the Adults with Incapacity Act (2008) in Scotland is similar although with some important
differences. It is intended that the Act will support people in making decisions for as long as
possible, and to ‘protect’ people who are judged unable to make decisions for themselves (e.g. because
they have a significant cognitive or psychological impairment, or become incapacitated in some way).
The Act allows a person to choose someone else to act on their behalf in matters of personal finance,
health and welfare. It also requires that all decisions are made in the person’s ‘best interest’ and there
is a freedom to take decisions that other people may think are unwise.
If disabled people are judged not to have mental capacity, they may be treated against their will.
Where a person is judged to have a mental health condition or episode, the Mental Health Act 1983,
and a number of more recent amendments, applies. Again the Act allows for involuntary treatment,
including deprivation of liberty, although decisions are reviewed and there are procedures for
treatment in the community, safeguards and provisions for advocacy services16).
Overall, the trend had been towards greater support for living in the community and more
encouragement for disabled people to manage their own assistance. Taking part in community
activities in the same way as non-disabled people do is called independent living in the UK. It does
not mean that disabled people should do everything without help, but it means that disabled people
should have the help need to have choice and control over whatever is required in order to go about

16) Advocacy involves assistance from another person who can competently assist people who have been deprived of their
freedom or who are subject to other treatments and restrictions. It is a legal right for some people with mental health
conditions although not for people with learning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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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daily lives (Morris, 2006)
This policy has support from all of the main political parties but recent years have seen
increasing encouragement for employment and this will be briefly discussed before going on to
consider payments for assistance through direct payments and self – directed support.

Employment
Only about 6% of people labelled as having moderate to severe developmental difficulties and
who are known to social service departments in England are in employment. The rate is higher when
a broader definit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y is used; for example the Scottish Government (2010)
reported a rate of 17% in 2010, which included people who do not use services. Many who do not
work would like to do so: 65% of those not working would like a job (Emerson et al, 2005).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have greater impairments are often defined by
mainstream employment services as ‘not ready’ for work. This is reflected in the categories used for the
welfare benefits that provide money on the basis of assessment in relation to the labour market. Due to
this, man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ve not been able to access work through mainstream
employment services such as Job Centres (the national employment service that assists all unemployed
people to find jobs), although a number of support measures exist that in theory are open to them.
Job seekers who have more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when they have dedicated assistance to determine a job choice, find employment and additional
support after starting employment (Beyer and Robinson, 2009). There is some limited help available
for this from local authorities and voluntary sector organisations. Many who are in employment are
often in jobs that pay low wages, such as catering, cleaning and factory work.

Many therefore

supplement their welfare benefits through working a low number of hours a week, using a series of
loopholes that allow small amounts of money to be earned while mainta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Precise recent data on the hours worked is not available, although the issue is alluded to in
government strategies and reports. Other models additional to supported employment have recently
been developed, notably co-working, where a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ares a
professional job with a non-disabled person. This is not widespread as yet but there have been some
high profile instances. Project search also reports some success in securing employment through group
placements in public sector companies.
Propor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Paid Employment
Proportion in Paid Employment

2010-11

2011-12

2013-14

2014-15

6.6

7.1

6.7

6.0

Source: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15 Measures from the Adult Social Care Outcomes
Framework. Note a break in the series between 2012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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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Living
Policy support for user-controlled independent living is the third more recent development from
the 1990s – 2000s. As part of this, disabled people who are eligible for

services paid for by the

state, may receive an amount of money to pay for the cost of the assistance they need. This allows
disabled people to choose who to employ, to decide about the way that the assistance is given and
when.

Evidence consistently shows that most choice in respect of living conditions is offered by

direct payments and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and that there are also improvements in family
relationships in these situations (Woodin, 2006). Access to funding and supported decision making
has not been a straightforward matter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policy.

Until 1996 it was

illegal to give money to service users to pay for their assistance and the law was only changed
following considerable campaigning by disabled people, includ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vans, 2003). These policies are described as ‘personalisation and they rest on the public system of
community care described earlier.
in this way.

Most personal assistance and equipment provision is still delivered

Expansion of direct payments was initially very slow and only people with physical

impairments were eligible. Additionally to be allocated a payment, applicants had to prove not only
eligibility but also that they were ‘willing and able’ to manage the funding and staff. Many social
workers exclude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utomatically on this basis, even when the law
was changed to allow them to apply.
In the face of local authority opposition to direct payments, in 2001 it was made mandatory,
rather than discretionary, for local authorities to offer payments where they were requested and
people were eligible. The stipulation that applicants be ‘willing and able’ to manage the process was
removed in 2009 in England.17)
As a result of sustained campaigning, and work on service development by the NGO In Control
in particular (Tyson et al, 2010, greater flexibility has allowed mor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take up personal budgets. Personal budgets are very similar to direct payments and the
two measures taken together are often called self-directed support. As with direct payments, people
who are eligible receive an amount of money and they may decide for themselves how to organise it
to pay for their support. The money may be either spent on things to make life easier or on people
to help with tasks. As with direct payments, recipients may still make decisions about which persons
to employ and the work that they do, but the budget may be managed by a third party, where they
would find it useful for someone else to do that work or where the recipient is judged to lack
mental capacity. Additionally, the recipient may take all or part of their allocation in kind (e.g. a
service provided by an organisation) rather than only money if they wish. In theory, personal budgets
allow more choice over what to spend the money on and how it is managed, but recipients may not
17) The Community Care, Services for Carers and Children’s Services (Direct Payments) (England)Regulations 2009
http://www.legislation.gov.uk/ [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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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for more money when the funds have run out for a given time period.

Finances may be

managed by a trust set up for the purpose, or another more or less formal group, or indeed the local
authority may be asked to manage the money, making it a ‘virtual’ payment rather than one that
involves actual money transf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however, regarding how the actual payments have been put into
practice. As finances have become more restricted so the actual amounts paid have decreased. Earlier
direct payments were for larger amounts and service users have more control over the use of funds
compared with recipients of personal budgets. Furthermore, a tendency for local authorities to rename
what they are already doing as a personal budget without changing actual practice (Hatton and Waters,
2011). The rapid growth in numbers receiving a personal budget suggests that this is the case.
National statistics18) comparing different sorts of services show that most direct payments are
paid to people with physical impairments, followed b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ird, people with mental health conditions.
Data is provided by the NHS Information Centre and the statistics show numbers of people
receiving various types of service
The Number of People accessing Long Term Support, by Support Setting, England 2014 -5
Support Setting

Total

Nursing

Percentage of Total
86,000

10%

Residential

194,000

22%

Direct Payment only

103,000

12%

41,000

5%

Commissioned support

350,000

39%

Total

890,000

13%

Managed Personal budget

Learning, Developmental or Intellectual Disability : Autism
Support Setting
Nursing

Age 18 to 64

Age 65+

Total

0

0

0

Residential

3,000

0

3,000

Direct Payment only

2,000

0

2,000

Part Direct Payment

1,000

0

1,000

Managed Personal Budget

4,000

0

4,000

Commissioned Support only

1,000

0

1,000

11,000

1,000

12,000

Total

18) Statistics about the use of residential services are regularly compiled by the NHS Information Centre in England, the
Scottish Government, the Welsh Government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Social Services and Public Health in
Northern Ireland. They provide information on expenditure, numbers of services users and changes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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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people receiving self-directed support has risen markedly since 2005. Expenditure
on direct payments for adults was £960 million in 2010-11 compared with £810 million in
2009-10.

The percentage of gross expenditure used for direct payments for adults increased to 6

per cent of the overall gross expenditure in 2010-11 compared with 5 per cent in 2009-10 (NHS
Information Centre, 2012). Despite the increase, clearly this is still a small amount compared with the
overall expenditure.

2010-11

2011-12

2013-14

2014-15

Proportion of people who use services
receiving self – directed support %

29.2

43.0

61.9

X

Proportion of people who use services
receiving direct payments %

11.7

13.7

19.1

X

Source: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15 Measures from the Adult Social Care Outcomes
Framework. Note a break in the series between 2012 - 13

Peer Support
Centres for Independent Living (CILs) are mostly managed and run by disabled
people on a self-help basis and many have been established since the early 1970s in the UK,
aiming to provide services to disabled people needing assistance. One of the earliest Centres, the
Derbyshire CIL, articulated seven needs with regard to
Independent living: information, peer support, housing, equipment, personal
assistance, transport and access (Davis & Mullender, 1993). User led services can have a vital
role in the UK in helping people new to direct payments to gain confidence in both the practicalities
of administrative tasks and the management of assistants and CILs have been pinpointed as the focus
for support of people using direct payments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2005). However, very
few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ve been able to access CILs and austerity cuts have
further diminished the range of help that the organisations can offer. Lack of independent support
means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ve continued to rely on voluntary sector advocacy
groups for the few who can access these groups, or more frequently have had a rely on family and
local authority support, something that is much less satisfactory in regard to independent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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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In recent decade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progress in the UK. From deinstitutionalisation,
through community care developments and independent living, there have been many improvements
in the living conditions and experienc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evertheless this
should not be overstated. Institutions that remain have been shown to be highly problematic and
subject to continuing scandals – the problem of adequate community support for people with labels of
challenging behaviour have yet to be fully solved. The more recent problems concern cuts to
publically funded services. Austerity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and these have fallen
disproportionately on disabled people.
Of additional concern now is the amount of support and funding that is made available for each
person under a situation of continuing welfare re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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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달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Housing First & Independent Living First & People First
박숙경1)

들어가며
탈시설 개념 논쟁
한국의 시설보호 역사
발달장애인 시설보호 현황
발달장애인 탈시설 역사적 계기
발달장애인 탈시설 욕구와 효과
발달장애인 탈시설 관련 법과 정책
발달장애인 탈시설 저해요인과 과제
발달장애인 탈시설 과정에서의 부정적 측면과 대처
나가며

들어가며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본질을 정치적 맥락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사회정책의 역사는
인류가 불행한 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동정심과 이타주의의 기록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회정책의 역사는 해결되지 못했거나 해결의 정도가 부적절한 고통의 기록
이자 욕구와 절망의 증거를 무시하는 인간 성향의 역사라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2)
사회정책학자 로버트 핑커의 말이다. 한국의 시설보호정책은 로버트 핑커의 말에 딱 들어맞는
전형적인 예다. 장애인에 대한 동정심과 이타주의의 현장으로 꼽히는 시설은 그곳에서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기록이자 욕구와 희망이 무시되는 현장이기도 하다.
2011년 한국사회를 강타했던 영화 ‘도가니’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의 극단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뜨거웠던 ‘도가니’열풍이 지나간 지금 한국사회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영화 도가니를 탄생시킨
1) 탈시설 운동가이자 연구자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현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이사, 탈시설정책위
원회 사무국장,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2) 로버트 핑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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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편한 진실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실제의 모습은 어떠하며,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이 논문은 한국의 발달장애인 탈시설화를 둘러싼 이슈와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으로 탈시설 개념, 한국의 시설보호 역사, 발달장애인 시설보호 현황, 발달장애인 탈시설 전개과정,
관련 법과 정책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관련 이슈와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탈시설 개념 논쟁
논의에 앞서 탈시설 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10여 년간 탈시설 운동이 전개되고, 최근 들어 탈시설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탈
시설 개념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고 정책화를 위한 개념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짚고 넘어갈 문제는 ‘탈시설의 의미를 어떻게 개념화 할 것인가?’이다. 왜냐하면 탈시설 개념에
따라 실태와 과제에 대한 분석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탈시설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지는 이
글을 쓰면서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였다.
탈시설은 서구에서 시작된 deinstitutionalization을 한국어로 번역된 용어다. 그러므로 본래 용어
에 충실하게 사용하자면 ‘탈시설(deinstitution)’이 아니라 ‘탈시설화’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한
국에서는 탈시설화 보다 탈시설이 더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탈시설 운동 진영의 의
지가 담겨있다. 탈시설화가 ‘시설내 체험홈 또는 유니트형으로 개조된 시설 생활 또는 그룹홈과 같
은 소규모 지역사회 기반 시설을 넘어 자유와 사생활이 보장된 자신의 주택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
으며 자립 생활하는 상태’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탈시설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탈시설을 엄격하고 좁게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탈시설을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아울러 ‘거주지 선택 및 이전 여부, 일상생활의 선택권을 당사자가 행사할
것’을 함께 강조한다. 한국 탈시설 운동 진영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여 탈시설화란 표현을 사용하
지 않고 ‘탈시설-자립생활(Deinstitution-Independent Living)이라 표기한다.
두 번째 관점은 시설을 개선하고, 탈시설을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과 대규모시설보호에 비해 상대
적으로 탈시설화된 방식과 노력을 모두 탈시설에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은 ‘시설을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기왕에 형성된 시설의 순기능을 인정하되, 과도한 시설 수용은 막자’는 입장에 있으며, 시설 보
호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국내외 탈시설 정책 보고서3)들은 대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서울시정개발원. 2009.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학술연구』
김정희․김영미․염경진. 2009.『생활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 2009. 『부산생활시설거주 장애인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지소. 2010.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및 자립생활욕구조사』
전주시. 2015.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5.10. 전주시 복지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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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탈시설화 개념으로 많이 인용되는 미국 일반회계국(General Accounting Office, GAO)
개념화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일반회계국은 “탈시설화란 ① 시설에의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금을 방지하는 과정 ② 시설 내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이들을 위한 주거나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정 ③ 시설보호가 필요한 이들
을 위한 생활조건, 보호 및 치료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전재일․이성희․김효원. 2000 발췌)
한편 주체의 관점에서 탈시설화는 당사자가 ‘시설화(institutionaization)’4)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
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탈시설화가 물리적 주거환경과 서비스 방식의 변화를 넘어선다. 이상
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할 때 탈시설은 물리적 주거환경의 변화와 함께, 당사자의 자율과 자기결정
권 보장,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회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 발제자는 탈시설이 자립생활의
철학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탈시설-자립생활의 줄임말인 탈시설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

한국의 시설보호 역사
한국의 시설보호는 19세기 후반 서구로부터 유입된 선교사들과 외원기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한국의 근대적 시설보호의 기원은 1885년 조선교구장인 Jean Blanc 곤당골이 『천주교 고아원』을 설립
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국공립시설은 1921년 내무국에 사회과를 두어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불구자 보호시설’을 설립한 것이 지금의 장애인거주시설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이후 8․15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전쟁고아 등을 수용하기 위한 고아원이 급증하였다. 전
쟁 이후 설립된 이들 아동복지시설은 전쟁고아가 줄어들면서 장애인재활시설로 바뀌었다(임성현,
2000). 초기 법적 근거 없이 설립된 이들 시설들은 1961년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 제정 이후 제
도화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아동, 노인, 부랑
인 등 복지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로 세분화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모든 사회제도는 각 국의 역사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시설보호 역
시 국가별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영국의 경우 자본주의 이행기에 국가 주도로 시설보호가
시작되어 20세기 후반 국가 주도로 탈시설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서구의 시설보호가 외원
단체와 선교기관을 통해 이식되어 민간에서 운영되다가,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국가 예산 지원과 관
리를 받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주도권은 민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개인에게
주어져 있고, 법인과 시설의 자산구조는 민간과 국가, 공공후원금이 뒤섞여 있으며, 운영예산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매우 복잡한 운영구조와 이해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결과 한국의 시설 해체와 탈시설은 국가 주도로 시설이 설립 운영되어 온 서
구 국가들보다 어렵다.
4) 시설화는 시설에서의 집단생활과 통제로 인해 거주인이 시설병을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분리되고 제한된 공간에서 집
단생활을 하며, 매일 반복적인 일상과 제한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극과 경험이 줄어들고, 규율과 통제에 길들여
지면서 꿈과 의지를 상실하고, 무기력하고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이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숨쉬고 먹지만 사회적
욕구와 능력은 점점 죽어가는 ‘사회적 죽음’의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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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시설보호 현황
한국의 장애인생활시설은 1985년에 90개소, 1990년에는 118개소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 이후
부터는 정부 보조와 설치기준 완화,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 의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265개소로 되었으며, 2010년 452개소로 증가하였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시설
수 및 거주인원 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 동안에는 4%~5%의 성
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 신증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소수가 늘어오는 추세인데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은 현재까지 없다.
<표 1>은 2004년 이후 10년간 시설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3년 현재 1,397개 장애인거주시
설에 31,1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지적장애인이 19,330명으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지적장애인의 약 12.6%에 해당한다. 2013년 현재 등록된 지적장애인 수는 153,332명이다(보
건복지통계연보) 지적장애인 10명중 1.3명이 시설에서 자신의 집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장애유형별 시설보호 현황5)
구분
전체

2004
시설수

237

거주인수
지체

장애유형별

2005

2006

265

288

2007
314

2008
347

2009

2010

397

2011

452

2012

499 1,348

2013
1397

18,906 19,668 20,598 21,709 22,250 23,243 24,395 25,345 30,640 31,152
2,580 2,658 2,754 2,781 2,893 2,230 3,673 3,818 2,956

4,070

시각

695

609

823

848

875

760

873

797

774

904

청각언어

519

459

454

422

479

519

385

358

302

283

지적
기타

10,989 11,550 12,948 13,685 13,493 9,539 1,4338 15,322 14,441 19,330
4,123 4,392 3,619 3,973 4,510 10,195 5,125 5,050 12,167

6,565

아래 <표 2>는 2012년 거주시설에 포함된 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대규모
시설보호 현황과 평균 거주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대규모시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 거주
인원은 2009년 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2008년 거주시설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신규시설인
원이 30인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표 2> 대형시설 현황 및 평균거주인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거주인 (명)

19,668

20,598

21,709

22,250

23,243

24,395

25,345

26,442

26,954

대형시설수 (개)

265

288

314

347

397

452

490

553

581

74.219

71.521

69.137

64.121

58.547

53.971

51.724

47.816

46.3

평균 거주인원 (명)

5)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추가되어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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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의 인원 축소 및 시설 해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인 꽃동네의 경우 약 3천명이 수용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에 집계되
지 않는 노숙인 시설에도 발달장애인이 수용되어있다. 2013년 현재 노숙인 시설 수용자중 1,617명
이 지적장애인이다(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이들은 잊힌 채로 장애인거주시설보다 더 열악한 환경
에서 지내고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있다.
현재 한국의 시설 보호 상황은 영국과 미국의 30년 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당수가 과
거 수용소 형태의 ‘성별 분리가 된 복도 형 시설들로 한 방에 5~6명이 지내며 많게는 열 명 이상이
한 방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 수 십 년을 시설에서 살다가 탈시설하는 사람들의 이삿짐이 박스
1~2개에 그치고 수 십 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가족 모임 부모님 묘소에 성묘 한 번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즐비한 상황이다.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역사적 계기
한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거주 정책의 역사적 계기는 아직 마련되어지지
않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발달장애인 탈시설은 이제 막 주장되고 검토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
가차원의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사회는 전체 지적장애인의
12.6%가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요구와 공급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다.
그러나 그룹홈 등 상대적 또는 단계적 노력을 포함하면 1990년대 중반 사회통합과 정상화
(nomalization) 패러다임에 의해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이 설치되고, 그룹홈이 도입되면
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말 자립생활운동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과 당사자 주
도성이 강조되고 자립생활센터 설립과 활동보조인 제도화도 탈시설의 역사적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탈시설의 직접적 역사적 계기는 2003년 이후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탈시설 운동이었다.
<그림 1>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삶 역사적 계기
1990년대 중반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도입

1990년대 말~ 2000년도 초반 : 자립생활운동 도입 및 확산

2003년 이후 탈시설 운동 도입 및 자립생활운동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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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정상화 패러다임에 의한 그룹홈 도입
그룹홈을 탈시설과 관련하여 어떻게 바라볼 지는 발달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한 핵심쟁점 중 하나다.
그러나 그룹홈 도입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대한 첫시도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룹홈은 대규모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시설에 가깝긴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장애인이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소규모 시설이다. 정부와 서비스 현장에서는 그룹홈을 탈시설에 포함시키는
추세지만, 탈시설운동 진영은 그룹홈을 탈시설 방안으로 보지 않는다.
1990년대 그룹홈은 체험 및 훈련기관에 가까웠으며 선택권 역시 장애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룹홈은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적극적인 부모를 둔 일부 장애인들이 사회재활을 위해 평
일동안 거주하는 공간이었다. 그룹홈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직업과 경증 장애, 주말동안에 돌아갈 가
족과 집이 있어야 했다. 이시기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다.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그룹홈에 입주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이들은 정보를
접할 수도, 선택권을 행사할 수도, 직업을 가질 수도, 주말 동안 돌아갈 집도 없었다. 그룹홈은 체험
및 훈련기관에 가까웠으며 선택권 역시 장애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그룹홈이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된 거주 서비스 모델로 부각된 것은 사실상 탈시설운동이 활성화된 2000년 이후였다.
한국에서 장애인 그룹홈(group home)의 법상 명칭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다. 한국에 도입된
것은 1981년 천노엘 신부가 광주광역시 월산동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시작하면서 부터다(박승
희 ․ 나수현. 2009). 1985년에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형태 중 하나로 실시되
었다(남연희 2006). 1990년대 후반 들어 공동생활가정이 확대되면서 1997년 보건복지부가 공동생
활가정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였다(조인수 ․ 박정식 ․ 이정희. 2004) 이 시기 그룹홈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회재활훈련을 담당하는 이용시설로 분류되었다. 이후 2011년 장애인거주시설개편방안의 일
환으로 단기보호시설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래 <표 3>은 2013
년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도입된 지 34년이 흐른 지금 그룹홈에 거주
하는 장애인은 전체 시설 거주 장애인의 9% 밖에 되지 않는다.
<표 3>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구분

전체

250

시설수
입소인원

지체
뇌병변
40
2,057

시각
16
786

청각
언어
8
335

지적

중증

장애

장애인

영유아

요양시설

시설

278
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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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1,006

10
510

단기

공동

거주시설 생활가정
128
1,438

667
2,760

전체
1,348
30,640

자립생활운동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의 삶의 선택권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장애인 당사자
가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주체라는 사실을 자각시켜 왔다. 자립생활운동의 성과인 자립생활센터는
시설 장애인에게 동료상담 등을 통해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탈시설과정을 지원해왔다.
초기 자립생활운동은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다 점차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관
심을 갖고 이들의 탈시설을 지원해왔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현실화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을 증진하고 또한 자립생활운동
이념과 장애인활동가의 모습을 통해 권리의식 증진과 역량강화에 기여해왔다. 더불어 탈시설한 장애
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의 장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장
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운동의 성과로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제도화되었다. 1997년
일본의 자립생활운동가인 나카니시의 소개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고 2000년 가을 일본 자립
생활센터협의회의 후원으로 한국자립생활지원기금이 조직되어 최초의 자립생활센터인 ‘동대문 피노
키오 자립생활센터’와 ‘광주 우리이웃자립생활센터’개소를 필두로 많은 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나 현재
약 200여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있다. 현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두 개의 협의체가 있다.

탈시설 운동과 영화 ‘도가니’열풍
탈시설의 가장 직접적인 역사적 계기는 시설내 비리와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탈시설운
동이다. 한국의 탈시설운동은 2000년 이후 시설내 인권확보 운동, 시설 민주화 운동, 탈시설 운동
3개 측면의 운동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10여년 이상을 치열하게 진행되어 온 탈시설운동에도 불구
하고 한국내 시설보호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시설수와 거주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시설 내 인권문제 역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운동은 한국사
회에서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정부의 시설개선 정책을 이끌어냈으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탈시설정책을 이끌어내고 있다. 다음은 한국의 탈시설 운동 전개과정을 정리한 것
이다. 탈시설 운동은 크게 세단계로 발전해왔다. <그림 2>은 한국의 탈시설 운동 전개 단계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 2> 한국의 탈시설 운동 전개 단계
개별 시설의 비리 및 인권침해 문제 제기 단계(1987~2002)

조직적인 인권확보 및 탈시설 제기 단계(2003~2008)

탈시설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 요구 단계(200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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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는 ‘개별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 제기 단계’다. 2003년 이전 형제복지원, 양지
마을, 소쩍새마을, 에바다복지재단 등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개별 시설별로 이뤄
지던 시기다(1987년~2003년). 형제복지원은 1987년 최초로 한국사회에서 시설내 인권문제가 폭로
되었던 사건이었다. 이어 양지마을과 소쩍새마을, 에바다 복지재단 등에서의 인권문제가 제기되었
다. 에바다 복지재단은 7년간의 투쟁을 통해 설립자인 구재단을 몰아내고 공익이사들로 이사진을
구성하는 등 시설 운영구조를 민주화하였다. 이시기는 개별 시설에서의 인권과 비리 문제가 폭로되
어 시설 내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구되던 시기였다.
두 번째 단계는 ‘조직적인 인권확보 및 탈시설 필요성 제기 단계’다. 2003년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에 반대하며 시설보호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
기 시작한 시기다(2003년~2008년)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은 2002년 정부가 시설보호 공급부족 문
제와 미신고시설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신고시
설에 법적 처벌을 유예하고, 설치기준 완화 및 지원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해 준 정책이었다(시설
신고기준완화, 복권기금에 의한 시설 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등). 동 정책은 탈시설
에 역행하는 정책이었다. 또한 실행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심각한 미신고시설들이 대거 정부
지원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문제를 낳았다.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반대운동의 계기가 된 양평
성실정양원과 연기군 은혜사랑의집은 원장 일가족에 의해 감옥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직원하나 없이
거주인을 위계화하여 착취하고, 통제하고 있었지만 관할 행정청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끔
찍한 감옥 같은 시설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에 의해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정부지원을 받기 직전이었
다. 그러나 운동진영의 문제제기가 이뤄지기 전까지 관할 행정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단체와 장애인단체는 『조건부신고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
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을 반대하고 신규시설을 5인 이하의 지역사회기반 소
규모 시설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결과 서비스상태가 열악한 미신고시
설들이 대거 신고시설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건부 공대위는 자립생활운동진영과 연합하
여 시설 비리 척결, 시설거주인 인권확보, 탈시설 정책 필요성 제기 및 정책요구 운동의 토대가 되
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운동을 통해 공익이사(법상 명칭은 외부추천이다)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당시 추진
되었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2011년 영화 ‘도가니’6)의 열풍으로 영화와 같이 이뤄진다.
세 번째 단계는 ‘탈시설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 요구 단계’다(2009년~현재). 2009년 ‘마로니에
8인 투쟁’, 3인의 장애청년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운동’ 등 당사자에 의한 구체적 서비스 요
구가 이뤄지던 시기다. 마로니에 8인은 시설거주 장애인 8인이 시설에서 짐을 싸서 나와 대학로 마
로니에 공원에서 노숙하며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했던 투쟁이었다. 이 결과 서울시에 전환지
원센터가 설치되고 탈시설정착금과 자립주택 지원 등이 시작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운동은

6) ‘도가니’는 광주의 인화원과 인화학교란 장애인 시설에서 시설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다룬
영화였다. 영화 ‘도가니’는 시설 내 인권문제를 대중의 관심사로 드러낸 영화로 탈시설 운동에 크게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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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청년 3인이 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서비스신청조항에 근거하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변경해달라고 음성군과 양천구에 신청을 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
을 전개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되었으나 사문화되어있던 사회복지서
비스신청조항을 최초로 작동시킨 것이었다.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와 효과

탈시설 욕구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시설보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장애인당사자와 인권단체
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탈시설운동이 전개되면서 2009년 이후 서울시(2009), 부산시(2009), 광주시
(2010), 전주시(2015)는 관내 생활시설거주 장애인실태 및 욕구조사를 차례로 실시하였다. 서울시
조사결과 시설거주인의 57%는 즉각적으로, 70.3%는 주거와 활동보조 등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탈
시설-자립생활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광주시 조사결과 42.3%, 부산시 조사결과 57.6%, 전주시 조
사결과 49.8%가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권이 주어지고 지
역사회에서의 삶이 가능하다면 과반수의 사람들이 시설을 나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다. 실제로 탈시설 이후 자립생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지만 대부분의 탈시설 한 장애인은 재
입소를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의 조사결과는 응답 가능한 사람들의 의사를 파악한 것으로 의사 확인이 어려운 중도
발달장애인의 욕구가 다 파악된 것은 아니다. 발제자는 구석암재단의 후신인 프리웰의 공익이사 대
표를 맡아 산하 거주시설 및 거주인 탈시설화를 추진하고 있다. 석암재단은 비리 문제로 2007년
이사진이 해임되어 현재 이를 위해 3곳의 거주인을 대상으로 탈시설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
사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탈시설운동단체와 시설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뤄졌다. 동 조사
는 욕구 파악을 넘어 실제로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238명중 146
명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응답이 어려운 중도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파악고 지원은 앞으
로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표 4> 프리웰 산하시설 거주인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구분

탈시설 의지 강함

두렵지만 희망

불확실

확인불가

인원

50

21

21

146

탈시설 효과와 의미
탈시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탈시설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탈시설이 진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이결과 탈시설 효과를 규명하는 연
구들도 많이 축적되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한국사회에서도 그룹홈이 도입되던 1990년대 초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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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운동이 시작된 2000년대 초중반 탈시설 효과와 의미를 규명하려는 몇몇 시도들이 있었다.
한국에서 탈시설 의미와 효과를 규명하는 시도는 그룹홈과 생활시설 거주인의 만족도와 삶의
질과 비용을 비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탈시설화된 거주서비스가 그룹홈에 한정된 한국상황에서 탈
시설 효과를 규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규모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 삶의 질, 적응능력, 사회통합 정도가 높다”
고 보고해 왔다(강석동,1993; 서현정,1993; 김영석,1999; 고선정,2001). 이들 연구들은 대규모 시설
에 비해 탈시설화된 환경에서의 삶의 의미와 효과를 가볍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룹홈이 완전한
탈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탈시설 의미와 효과를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008년 김정
하는 자신의 의지로 탈시설한 9명의 장애인을 인터뷰하여 ‘시설생활 경험과 탈시설 경험의 의미’를
탐색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입소과정에서 자신이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의 존재로 버려진 경험’
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무기력하고 쓸모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버려졌을 때가 기억이 나요. 충격이었으니까... 5살인가. 나 땜에 힘들었나 봐요.”
“누가 집에서 살제. 시설에서 살고 싶것냐.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겉으면 시설에 안 들어가고
싶제. 누가 시설에 들어가고 싶것어?”
“그때 그랬지 아주 가는 것 아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게 집하고는 안녕이었지.(…)”
시설생활에서는 획일화되고 집단화된 삶을 통해 존엄을 상실하고, 무시당하고, 위계적인 관계와 동정,
폭력, 수치심과 무기력함을 경험하였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이 강했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의 만남과 지지, 교육의 기회는 완전히 방임되던 집보다는 나은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나보다 어린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대할 때라 뭐라 그럴까 많이 힘들다고 할 까?”
“니가 뭐하러 나가냐? 나가면 뭐하냐? 고생만 하지~”
“아줌마 근무자들이 남자들을 목욕시키고 내가 세 번 네 번 거부했어. 거부했는데 할 수 없더라고”
“시설도 하나의 조그만 사회예요.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위계질서 딱 잡혀있고 수직관계였어요.”
“핸드폰을 샀어. 모르게 사가지고 이불 속에서 전화하다가 들켜버렸어”
탈시설 이후의 경험은 ‘자유에 대한 열망과 굶어 죽어도 자신의 선택을 소중히 여김, 무기력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자기의 발견, 다시 시설로 보내질까 불안해함, 길들여진 종속적인 관계의 영
향, 생활의 어려움’ 그러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불안해요. 시설로 갈까봐. 시설로 보내질까 봐. 00시설에서 오라고 하면 겁부터 나. 무서웠어요”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거야. 나중에 나와서 1년 반을 낮과 밤을 바꿔 살았어요. 시간개념을 상
실해서(웃음)”
“그냥 인간으로서의 자유. 그게 필요한 거야. 앞으로도 내가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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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이 좀 많이 힘들어. 돈…이거는 생계비 가지고 못 먹어요." "쉬l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
람도 있어요.”
박숙경(2007)은 대규모시설과 종사자가 있는 그룹홈과 종사자가 없는 자립홈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경험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자립홈>그룹홈>대규모시설 순으로 거주인들의 자기
결정 보장 경험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그룹홈으로 옮겨간 경우 ‘잘해서 뽑힌 것’
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지역사회 또는 그룹홈에서 자립홈으로 옮겨 간 경우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율과 자기결정을 자랑스럽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자기결정경험이 그들의 일상생활, 정서․심리․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수용과 자신에 대한
자각, 자립에 대한 꿈과 의지 등 다양한 변화를 촉진시킨 것’한편 시설생활에서의 규율과 통제로 인
한 ‘착한 콤플렉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설유형의 차이를 ‘한방을 사용
하는 인원, 사생활보장(타인의 관여와 개입 또는 괴롭힘 정도), 일과의 자율성, 생활재활교사의 동거
여부, 자율성 정도, 가사활동 여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탈시설 효과에 관한 또 다른 연구는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2008년 이후 한국에서는 시설보
호와 탈시설화 된 서비스 방식의 비용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김용득․강희설(2008)은
생활시설, 그룹홈, 자립홈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원가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투입비용은 생활시설 약 1500만원~2000만원, 그룹홈 약 1,000만원~1,100만원, 자립홈7) 약 4,025
천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 장애인인권포럼에서도 시설보호와 자립생활 비용에 대한 비교연구가 실
시되었다. 연구결과 1인당 연평균 자립생활비용은 17,528천원, 시설생활은 20,130원으로 시설생활
의 단위원가가 자립생활보다 약 2,602천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연구가 이뤄지던 당시
는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연금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시설보호와 탈시설 비
용을 비교할 경우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탈시설 관련 법과 정책

탈시설 관련 법
한국은 2008년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 협약 제19조는 ‘당사국이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그룹홈은 직원이 상주하여 거주인을 지도, 감독하는 사회재활시설로서 어느 정도의 타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립생
활운동 관점에서 재활모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립홈은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순회하는 형태로 거주인의 더 높은
자립을 보장하는 주거형태다. 동 연구는 2006년 9월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3곳의 자립홈 거주인을 인터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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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탈시설 선언과 정책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탈시설에 대한 국
가책임과 절차를 직접적으로 다룬 법조항은 없다.8)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전
환지원체계, 주택지원, 정착준비금과 퇴소지원금, 권리옹호, 기타 자립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
거가 존재하지 않아 탈시설 장애인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접적인 근거 조항은 없으나 관계된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자립
생활지원에 관한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복지시설에서의 차별금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
비스 신청 권리 조항 등을 두고 있다. 또한 2014년 제정되어 2015년 11월 시행에 들어간 발달장애
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시도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도록 하였다. 이외 2010년 장애
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 : 자립생활지원조항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장애유형, 장애정도
별 자립지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 4장에서 연구, 중증장애인 자
립생활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동료상담 지원 등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탈시설-자립생활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53조).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장애인복지법 제54조 제1항).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
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제1항). 이러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 거주의 자유 차별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2008년 4월 시행)은 제 7조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에 대해 규정
하고 있으며, 제 30조에서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 박탈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

8)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장애계에서 준비 중인 장애
인권리보장법(안)에는 탈시설을 위한 국가책임과 정책내용이 담겨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탈시설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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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 개인별 지원 체계 구축
2015년 11월 시행에 들어간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시도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
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도록 하였다. 동 규정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
한 서비스 정보 제공 및 발달장애인 욕구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 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개인별지원체계가 작동할 경우 전문가와 가족들의 의견에 의해 서비스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와 관련하여 어떤 결과를 나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외 동법에는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필요 정책을 강구(제 29조 ①항)하도
록 하고 있을 뿐 탈시설화와 지역사회에서의 삶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
계획의 수립을 신청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
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
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
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
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신청·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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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조항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조항이 추가되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시․군․구청장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청은 조사 및 서비스 제공
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지원, 절차 구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문화되어왔다.
앞에서 소개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소송은 동 조항을 최초로 작동시킨 것이었다.

탈시설 관련 정책
⦁ 중앙정부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은 사실상 없다. 중앙정부 차원 로드맵도 근거법도 없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선해 왔을 뿐이다.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
인연금 지원이 탈시설-자립생활의 토대가 되지만 탈시설을 위한 정책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다.
2011년부터 국고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중점사업으로 탈시설지원 업무를 추가했는데 마땅한 예
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조한진, 2012).
<표 5> 중앙정부 소득지원 및 활동보조 예산 현황
구분

도입시기

지급기준

장애인연금

2010

차상위초과계층(소득 하위
63%)에게 지급. 18세 이상
1~3급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쳐 계산

장애인수당

1990

경증장애/수급자 ․ 차상위

활동보조
서비스

2011.10
(2010. 12월 법제정)

2011년 10월 시행시 1급 /
2013년 2급으로 확대 /
2015년 7월 3급으로 확대

지원금액

2015예산

기초급여
202,600원 +
부가급여
(2015.4기준)

5,743억원

약3~4만원

1,314억원
4,676억원

⦁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지원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중 탈시
설 정책이 가장 앞선 곳은 서울시다.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탈시설 정착금, 체험홈과 자
립주택 지원, 전환지원서비스가 핵심적 내용이다. 지자체 탈시설정착금은 2005년 서울시를 시작으
로 2014년 12월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 5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다.
<표 6> 지자체 탈시설정착금 지원현황(2014.12기준)
지역

시행

지원금액

인원(연)

지원총액(천원)

지급방식

서울

2005

8,000,000

16

128,000,000

시설퇴소시 시설 혹은 당사자 신청 가능

대구

2010

5,000,000

20

100,000,000

생활시설 통하여 퇴소자에게 지급

전북

2010

10,000,000

5

50,000,000

시설에서 지자체 신청(현물)

경남

2011

5,000,000

광주

2012

5,000,000

2

10,000,000

시설 퇴소 장애인

성남

2013

5,000,000

2

10,000,000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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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행

지원금액

인원(연)

지원총액(천원)

지급방식

창원,
양산,
밀양

2013

700,000
(10개월)

10

7,000,000

개인에게 지급

전남

2014

5,000,000

14

7,000,000

논의 중

의정부

2014

2,000,000

1

2,000,000

현금

인천

2014

5,000,000

10

50,000,000

시설 퇴소후, 체험홈자립주택 퇴거시

※ 자료출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장애인을 위한 임시주거는 2009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14년 기준 총 10개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제공형태는 2년에서 6년까지 임시주거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2014년 현재 서울시
등 10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표 7>는 지자체 체험홈 운영 실태, <표 8>은 자립주택 운영 실
태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지자체 체험홈 지원현황(2014.12기준)
지역

시행

운영주체

기간

물량(2014)

운영주체기준
서울시소재 사회복지법인,
IL센터 1년이상 운영법인
또는 민간단체

서울

2009

체험홈운영기관

2년

25

대구

2009

IL센터

2년

6

전남

2010

“

-

2

인천

2010

“

2년

2

경남

2011

“

6년

5

의정부

2010

“

주거마련까지

보증금지급

광명

2010

“

“

고양

2010

미확인

“

안성

2010

“

화성

2010

“

※ 자료출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표 8> 지자체 자립주택 운영현황
지역

시행

서울

2010

인천

2011

광주

2013

대구

2013

운영주체
장애인전환
서비스지원센터
민들레장애인야학,
남동구청직영
위탁

기간

물량(2014)

최장 5년

20

최장 5년

4

최장 5년

5

비고

2013 3억, 2014 1억5천
예산 책정/미운영

※ 자료출처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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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탈시설 저해요인과 과제

탈시설 저해요인
<표 9>는 한국의 발달장애인 탈시설 저해요인을 거시․중위․미시 세 차원으로 나눠 정리한 것이다.
<표 9> 발달장애인 탈시설 저해요인
구분

내용
주거

소득

거시
차원
(사회
제도)

일상생활

의료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취약

시설의 부담과 저항
중위
차원
(전달
체계 및
기관)

장애당사자 대상화

통합적 탈시설자립지원체계 취약
가족 등 주변체계의
비협조
미시
차원
(관련
주체)

260

당사자의 심리적
어려움

공공 주택 지원 정책의 한계,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지원 프로그램의 수량적
한계 및 다양성 결여에 따른 당사자 선택 제한, 직접 주택 마련 시 비용 부담 등
취업이 어려워 노동을 통한 소득 확보가 어려움(탈시설 발달장애인을 위한 노
동 지원 서비스 미흡)
부양의무제도에 의해 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자 탈락 위험 및 불안감 상존
장애등급 재 산정 과정에서 등급 하향에 따른 활동보조 탈락 위험 및 불안감
시설퇴소 후 자립과정에서 활동보조 신청 및 인정 기간 지원 체계 미비
활동보조시간 부족(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하지만 일
부 지자체외 지원되지 않음)
거주시설은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탈시설한 장애인에 대
한 의료지원체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함(실제로 탈시설한 사람들이 자립생활을
포기하고 시설로 복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의료문제임)
시설 거주 장애인의 대다수가 지적장애인 등 발달장애인 이지만 기존 탈시설자립 지원 모델은 지체, 뇌병변 등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따라서
그룹홈 이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모델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룹홈은
공동생활과 일부 통제가 이뤄지므로 완전한 탈시설은 아님
거주시설 입장에서‘탈시설은 거주시설의 예산감소, 인력감원 등 시설의 존립기
반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의 강한 저항에 직면한
다. 따라서 거주시설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법인 또는 관차원의
유인 기제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논의와 방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주 장애인에 대한 결정권을 시설과 종사자들이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
자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은 당연한 권리이자 임파워먼트를 촉진하기 위한 핵
심이지만 결정권이 당사자에게 주어질 경우 시설과 종사자의 부담이 커지고
권한이 축소되는 딜레마가 존재하여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움
탈시설-자립을 원하는 개인을 지원해 줄 통합적 사례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만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공공사례지원체계가 사실상 미비하다.
당사자가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보호․안전․경제 등의 이유로 가족들이 반
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연고 장애인의 경우가 가족이 있는
장애인보다 탈시설에 유리한 상황이다. 가족들이 저해요인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전무하다.
오랜 시설생활에서 쌓여진 무기력감과 꿈과 의지의 상실 등에 의해 탈시설-자
립 욕구를 인지하고 표현하기 어려움. 이와 함께 탈시설-자립을 결정하는 구
체적 단계에서 당사자는 시설 및 종사자들에 대한 미안함, 관계 단절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낮선 곳에서의 외로움과 고립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태파악 조차 이뤄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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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탈시설 과제
1) 탈시설 근거 규정 마련 및 로드맵 구축
탈시설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다. 국가차원에서 탈시설화의 필요
성과 국가 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
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탈시설-자립생활을 시설보호에 우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관련 절차와 내용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선언은 권리의 주체
가 권리를 자각하고, 권리보장 책임주체가 책임을 인정하며, 권리의 내용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권리
실현의 출발점이다. 국가정책의 선언은 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탈시설에 대한 논의를 10여년 이
상 진행하면서, 탈시설을 명시한 근거법조항 하나 없이 정책과 프로그램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국가차원의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탈시설 선언은 일부 지자체에서
이뤄졌다. 2013년 서울시가 600명을 2017년까지 탈시설하겠다고 밝히고, 2015년 전주시가 117명
을 2019년까지 탈시설 하겠다고 발표했다.(탈시설 방식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탈
시설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점은 의미가 있다.)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탈시설 추진 계획이 마련되어 한다. 이를 위해 국가 탈시설 로
드맵을 준비하기 위한 탈시설과 자립생활 운동진영과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 TFT 구성이 필요
하다. 이를 통해 단계적 탈시설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9)

2) 대규모시설 해체 시범 사업 실시
기존 탈시설 관련 정책 보고서들은 탈시설이 필요하지만, 시설해체를 통한 전면적 탈시설화는
사회적 합의와 기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을 지
원하는 정책을 우선 도입하자고 제안해왔다. 그러나 현존하는 대규모 시설을 그대로 둔 채 개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탈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도 대규모시설을 폐쇄해
왔고 이 과정을 국가가 주도했다.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런데 민간이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한국 상황에서 국가 주도로 시설을 강제로 해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시설해체는 한국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 중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설 종사자 고용 연계문제 등의 이슈를 드러내고 해결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 탈시설 가치에 동의하고 구조 개편을 희망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대상으로 대
규모 시설해체 및 탈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발표자가 공익 대표이사로
있는 프리웰은 탈시설을 추진하고 로드맵을 마련해왔다. 이는 약 2년 동안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
렴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안으로 한국의 제도적 한계와 현장성을 반영한 것으
9) 탈시설 로드맵 구축은 2005년 이전 복지부 차원에서 추진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노무현 정부 말기 지방분권화의 일환
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지방으로 전면 이양되면서 중지되었다. 이시기에 일부 지자체에서 탈시설 정책이 형성되
었다.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이 거주시설의 요구로 중앙정부로 환원된 상태다. 그러므로 거주시설 지원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이 다시 중앙정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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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현가능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벽, 예산 부족 등에 의해 1개 법인과 시설차원에서 실
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프리웰 등 공익이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과 서비스 혁신을 희망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공모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시
설해체 및 탈시설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3) 정부 차원의 전환지원체계 구축
현재 탈시설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서울시뿐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전환지원체계가 구
축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화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환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달장애
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전환서비스체계 구축 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 전환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당
사자의 참여와 의사보다 전문가판단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한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전환서비스뿐 아니라 발
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서 당사자 참여와 의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발달장애인 탈시설-자립 주거모델 개발
일상생활 전반에서 섬세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탈시설-자립생활 모
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내부 통제와 공동생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룹홈의 한계를 넘어서
는 자립형 주거지원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인지장애가 없는 신체장애인과 감각장애인의 경우 활동보
조서비스와 주택을 제공하면 탈시설-자립생활이 가능하지만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와 특성, 욕구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자립주택모델이 개발
되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프리웰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같은 건물 내 위치한 오피스텔 3채를 임대하여 2채는 시설에서 생
활하던 발달장애인이 입주해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근거리에 위치한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입주
자의 욕구와 신청에 따른 일상생활지원, 출퇴근지원, 가사활동지원, 금전관리 등을 지원한다. 입주신
청 및 가구배치 등 모든 과정은 입주자의 자기결정에 의해 이뤄진다. 가장 중요한 서비스 원칙은
사생활 보장 및 자율과 자기결정권을 우선하여 요구하는 서비스를 뒤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의 의사확인을 위해 그림카드, 가구 모형 등 의사소통 보조도구 등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방식
(Supported Independent Living)을 개발 중이다. 독립된 자신만의 주택에서의 자립생활을 통해 입주자
는 빠르게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출퇴근 및 사회적 관계 등 자립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
집에 대한 만족감과 자존감이 향상이 크다. 자원과 인력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조금씩 진
전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5)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현재 발달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한 경우 지원체계가 단절 될 가능성이 있다. 구청
사례관리자,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

262

2015 장애인정책 국제포럼 -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거주

하여 사례지원을 해야 하는데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다.10)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연계가 2015년
11월 시행되기 시작된 발달장애인법상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일부 이뤄질 수 있으나 현재
계획대로 광역단위 1개소가 설치될 경우 서비스 사정기능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자립생활 지원은 탈시설 자립생활 이념이 담긴 자
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2011년 박경수 등에 의해 국가인
권위원회 지원으로 실시된 『장애유형별 자립생활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 ‘청각장애인
은 수화통역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고, 시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주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
고 있었으며,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자는 이 연구에서 포커스그룹면접조사을 담당했었다. 당시 포커스그룹면접에 참여한 지적장애인
중 자립생활센터를 알고 있거나 이용한 경우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2011년에 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는 탈시설 발달장애인이 늘고 있다. IL센터에서도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IL센터의 지원을 강화하여 전문가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 기
관을 견제하고 발달장애인을 옹호하고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에 의한 지원과 임파워먼트에 유리하다.
그런데 자립생활센터나 모임은 아직 초기 단계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렵기에 제공서비스의
지속성 및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임소연, 2013). 2011년부터 국고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 중점사업으로 탈시설지원 업무를 추가한 데 따른 예산 반영을 통해 실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

6) 권리옹호체계 구축 및 강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장애인권리옹호체계가 필요하
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장애인권리옹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2015년 11월 시행된 발
달장애인법에 권리옹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리옹호체계 구성과 작동 원칙을 담고 있지 못
하다. 그동안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민간 권
리옹호단체들이 헌신해 왔고,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해 장애인권리옹호체계를
작동시켜왔지만 예산과 조사권한 문제, 전국적 체계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2011 도가니 열풍 이후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안에 종사자와 거주장애인, 외부 전문가 등을 포
함한 ‘인권지킴이’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권지킴이는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권리옹호체계의
기본 전제인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지 못한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불과하다. 운영실태 등 많은 문제
점이 있으나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로 서울시로부터 이사해임명령과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인강원의 경우 인권지킴이단이 거주인의 면담과 외부 조사를 막아서는 등 부실한
운영 실태를 드러냈다.

10) 프리웰의 경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퇴소 이후에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인력부
족과 권한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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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활동보조서비스는 도입 당시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15년 현재
활동보조인제도 이용률은 발달장애인이 가장 높다. 우려와 달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프리웰에서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자립한 발달장애인 00씨의 경우 활보지원을 받
으며 잘 생활하고 있다. <표 10>은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예측보다 높은 상황을 보여준다.

<표 10> 장애유형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전체
59,939
(100%)

지체
11,477
(19.1%)

뇌병변
9,757
(16.3%)

지적
19,551
(32.6%)

자폐성
7,501
(12.5%)

시각
9,332
(15.6)

기타
11321
3.9

활동보조인 제도화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핵심 서비스다. 그러나 활동보조
없이 자립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상당수가 장애등급 재산정과정에서의 등급하락을 우려하여 시설을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2015년 7월부터 3급으로 확대되어 개선여지가 마련되었다. 또한 시도
별 지원 편차가 큰 점도 문제다.11) 활동보조서비스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시간을 현실화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8) 부양의무제 폐지와 노숙인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지원
가족이 있는 경우 탈시설 반대, 부양의무제로 인한 수급자격 취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족과
복지시설 모두 장애인의 거주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없고, 제한할 경우 차별에 해당하지만 이를
제제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자신의 의사를 주장하기 어려운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반대하면 시설측에서도 이를 설득하기 어려워 탈시설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다. 일단 시설입소가
이뤄진 경우 가족들은 대부분 탈시설-자립생활을 반대한다. 따라서 시설 입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지원방식은 가족지원이 아닌 당사자를 지원하여 가족들의 보호부담이 줄어들고 발달
장애인의 능력이 개발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방식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부양의무제에 의해 가족의 반대가 탈시설-자립생활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제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부양의무제로 인해 부양부담을 진 부모가 자살
하거나, 가족관계 단절을 증명해야만 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인간적이고 슬픈 사례들이 많다.)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탈시설 지
원제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지자체 별로 지원되
는 퇴소정착금, 전환지원서비스 이용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 시급히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이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15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예산 비교 조사’ 결과 17개 시․도 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격차가 최근 3년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의 경우 최대 10배의 격
차가 발생했다.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의 경우 최대 10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전국 평균은 270만6845원. 경북지역이
1202만6310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최하위 지자체는 112만7831만원 수준이었다. 분발지역으로는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이다.(에이블뉴스 201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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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산지원방식 변경 검토
현행 보조금지원제도 등 공급자 중심의 예산 지원 방식은 대규모 시설일수록 예산 및 인력지원
에 있어 유리하도록 되어있다. 현재와 같이 보조금을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구조를 개편하기 어렵다. 시설화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서비스 이용
자를 선발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구조로부터 발생한다. 거주인의 탈시설은 서비스제공기관
입장에서는 기관의 권한 축소와 쇠퇴를 의미한다. 개인예산지원제도를 통해 예산을 수요자에게 지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택권을 수요자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개인예산제도가 탈시
설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2015. 11월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일부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원센터와 서비스제공기관이 전문가 관점에서 결탁할 경우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을 모니터링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과정에서의 부정적 측면과 대처방안

위험관리와 책임 논쟁
탈시설 요구에 대한 가장 큰 반론은 시설 거주인의 대다수가 인지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이들이 자립생활 능력이 약하고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 이었다. ‘위험’논쟁은 발달장애인의 탈
시설-자립생활을 막아서는 가장 큰 담론이다.
“안전만큼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기에 좋은 명분은 없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요구하는 까다로운
안전은 두 가지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격
리의 의도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에 해를 끼치거나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와 분리되어 사는 것이 좋다는 견해이며
이는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발달 가
능성에 대한 부정이다. 발달장애인도 적절한 새로운 시도와 모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나
가고 이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발달기대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런 관점은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자라지 않는 영원한 아이라는 낙인을 부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에게 과도
한 수준의 안전을 주장하는 것은 이들의 격리와 비인간성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김용득, 2015)
실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전환 과정에서 위험과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중도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이 진행될 것이고 그럴수록 위험 발생률은 높아지고 지원이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우선은 발달장애인도 위험을 감수하고 컨트롤할 권
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안전담론이 발달장애인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험을 방치하거나, 위험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안전하게 지역사회
에서 살아가기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위험 관리 매뉴얼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위험에 대한
논의는 최근 서구 국가들의 최근 핵심 이슈다. 위험이 발달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억압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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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실천에서 해결중심, 긍정기반지원 PBS(Positive Based Support) 등의 접근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와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이슈화가 이뤄지고 문제 해결 전략을 찾는 과
정을 열린 마음으로 찾아나가면 대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부적응과 재입소
영국의 경우에서 언급되었듯 탈시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중증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이 이
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지원 예산과 적응 문제로 재 입소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과제가 아니다. 재입소율을 비롯한 탈시설한 발달장애인의 실태와 욕구에 대한 파악이 필요
하지만 아직 경험도 취약하고,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부적
응과 재입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먼저 꺼내놓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재입소의 주요 원인은 통합
적인 사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건강 문제와 외부 지원체계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 실제로 프리웰 산한 시설에 거주했던 발달장애와
청각장애가 있는 영수(가명)씨가 탈시설 후 체험홈에서 함께 살던 장애인을 폭행해 시설로 재입소
의뢰가 이뤄졌다. 탈시설-네트워크 회의에서 이 사례가 다뤄졌고 영수씨는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회의과정에서 영수씨가 함께 거주했던 00씨를 폭행하게 된 이유가 밝
혀졌다. 함께 거주했던 뇌병변장애인과 그의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평소 무시를 당해 불만을 갖게 된
것이었다. 또한 영수씨는 집안이 어질러지는 것을 싫어하고,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다. 영수씨는
사례회의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했으며, 이후 지역의 임대아파트로 입주하여 자립생
활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사례관리체계와 연결되어 퇴소 후 지원을 받고 있다.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정보제공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논의와 의사결정에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를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 자해행동과 타해 행동, 심각한 상동행동 등으로 지역사회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
애인을 위한 특별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 등 풀어갈 이슈들이 많을 것이다. 이점에서 오늘 영국과
미국의 앞선 경험과 최근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의미가 크다.

가족의 반대
가족의 반대는 탈시설 정책화 과정에서 제기될 이슈중 하나다. 최근 비리와 인권침해문제를 일
으킨 인강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인권단체 등이 시설폐쇄와 거주인 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족들의 반대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흔히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할 1차
집단을 가족으로 이해하지만, 탈시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시설은 가족들의 입장에서 발달장애인
에 대한 보호부담을 높은 수준에서 대신 져주는 공간이다. 또한 시설은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거
주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시설에 보내는 가족들은 시설 입소가 이뤄지는 과정
에서 많은 아픔을 겪는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탈시설은 ‘서랍 속에 접어 넣은 옷처럼 시설 혹에 접
어 넣은 아픔과 부담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미국의 탈시설 반대 단체 voice of
retared 역시 이같은 구조를 보여주는 예다. 어떤 이슈든 양 극단에서 반대와 찬성을 하는 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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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마련이다. 가족의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당사자가 탈시설-자립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탈시설에 있어 가족은 종사
자와 함께 이해관계자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고, 탈시설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
도록 법제도와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실 사례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고, 장
애당사자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가며
발달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은 더 나은 서비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탈시설은 권리로써
이해되어야 한다. 시설생활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하고 때론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이 과정은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생존능력과 사회적 관계를 발달
시켜왔다.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은 신체장애인의 탈시설과는 다른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소통, 위험
에 대한 대처,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딜레마, 탈시설-자립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논쟁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기능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실천과정에서 부딪치는 과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막막해 하거나, 때때로 발
달장애인의 탈시설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능적으로 접근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이
가능한가?’란 관점을 넘어, 탈시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평범한 조건이자 권리란
사실을 인정하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력해서 풀어가야 할 당위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하다.
인류사의 모든 인권의 진전이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전해오지 않았는가?
1980년 나는 초등학교시절 처음 발달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시설을 방문했다. 시설은
내가 살던 집과 너무 달랐다. 그곳의 아이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갇혀 외부 방문객을
수동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어른들은 생전 처음 만난 시설 밖 아이들과 시설 안 아이들을
억지로 손을 잡게 하고 사랑을 표현하도록 했다. 나는 시설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와 억지로 강요되는
친절함이 불편하고 싫었다. 아마도 그곳의 아이들도 그럴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곳의 아이들이
점점 더 세상과 고립되고, 불쌍한 사람들로 전락해 갈 것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2003년 나는 두 번째 시설을 방문했다. 인권상담을 위해 찾아간 미신고시설은 감옥
이었다.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자신의 의지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었다. 재판도 형기도 없는
그곳에 갇히면 나 역시 빠져나올 방법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나는 ‘결정권과 목소리
를 잃은 잊힌 존재’의 무서움을 보았다. 시설은 구조상 언제든 그런 무서운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시설은 아무리 서비스와 구조를 개선해
도 집이 될 수 없다. 장애인도 내 집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할 책
임이 있다. 우선은 시설이 아닌 내 집이 먼저다. 장애인도 성인이 되면 부모로 부터 독립하여 내 집
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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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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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Research on social welfare is about studying human nature on the political
context. We cannot deny that the history of social policy is the record of sympathy
and altruism of human beings for the unfortunate people. However it is
indisputable that likewise the history of social policy is the record of pain that was
not resolved or of which solutions were inappropriate and the history of human
nature which ignored evidences of desires and despair"13)
This was mentioned by Robert Pinker, a social policy scholar. Policies on protective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one of typical examples perfectly fit to the remarks of
Robert Pinker. The institutions deemed as the scene of sympathy and altruism are also the record of
pain for the people living there and also the scene where the people's desires and hopes are ignored.
The movie 'Crucible' that hit the Korean society in 2011 revealed extreme aspects of such
inconvenient truth. How has the Korean society been changed after the craze of Crucible? What has
12) This article was written in cooperation with activists of the Disabilities and Humanrights in Action
13) Robert Pinker, translated by Kim Hyeong-sik and Bak Sun-u. Human and Welfar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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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d this inconvenient truth that gave birth to the move 'Crucible'? What is the real aspect of it
and how should it be changed?
This paper is to explore issues and trends surrounding deinstitu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In specific,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history of institutional protection in
Korea, current state of institutional protec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urrent
trends of institutional protection, development process of deinstitu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lastly suggest relevant issues and policy tasks.

Disputes over the idea of deinstitution
Before having discussion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disputes surrounding the idea of
deinstitution. In case of Korea, deinstitution movements have been proceeded for 10 years since the
2000s, and recently there are growing interests over policies concerning deinstitution. However,
discussions on the idea of deinstitution were insufficient and the idea was not conceptualized for
making policies.
What should be clear is that how do we conceptualize the meaning of deinstitution. It is because
that results of analysis on the current conditions and tasks w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ncept of deinstitution. What was the most challenging part in writing this paper was how to
conceptualize the idea of deinstitution.
Deinstitution was the translated term of 'deinstitutionalization' into Korean which was first used
by the West. Therefore to have a faithful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erm, it is right to use
'deinstitutionalization' instead of using 'deinstitution' However in Korea 'deinstitution' is more
frequently used than 'deinstitutionalization.' Behind this phenomenon, there is the will of group of
activists for deinstitution. It means that deinstitutionalization should move beyond the small scale
facilities based on regional society such as experience homes inside institutions, lives inside of
institutions remodeled into unit type ones or group homes, and pursue the state in which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live in their house where their freedom and privacy are guaranteed while receiving
necessary supports.
The idea of deinstitution can be largely categorized into two perspectives. The first one is the
perspective that maintain strict or narrow views on deinstitution. With this perspective, 'deinstitution'
is limited to 'the cases in which people with disabilities leave their institutions and live independently
in common houses in the regional community.' In addition, the perspective also puts emphasi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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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that the choice of where to live or where to move and choices related to daily lives should be
made by the person with disability himself.' The group of activists in Korea working for deinstitution
have maintained such perspective, therefore they have used the term 'Deinstitution-Independent
Living' instead of using 'deinstitutionalization.'
The second perspective views a series of process pursuing deinstitution as well as all methods and
efforts relatively leaning toward deinstitution than large scale institutional protection as deinstitution.
This perspective maintains a stance that views institutions as realistic alternatives and acknowledges
the proper function of already established institutions but argues that excessive accommodation of the
disabilities into institutions should be prevented while not contradicting institutional protection
fundamentally. Policy reports14) on deinstitution published home or abroad maintain such stance.
The most frequently quoted idea of deinstitution from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
maintains such stance saying that 'deinstitution is a process of preventing unnecessary accommodation
or confinement into institutions, a process of preparing for or developing appropriate alternatives
within local communities for housing, treatment, training, education or rehabilitation of the disabilities
who are not needed to be in institution, or a process to enhance living conditions, protection and
treatment of those who require institutional protection.' (Jeon Jaeil, Lee Seonghui and Kim Hyowon,
extracted, 2000)
Meanwhile, in the perspective of the subject, deinstitution can be the state of escaping from
'institutionaization.15)' Thereby deinstitution, along with changes in the physical housing conditions,
can be idea that encompasses guaranteeing of autonomy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recovery of social relationships and mentality.
In this paper, I would use the term 'deinstitution' to argue that deinstitution policies should
pursue deinstitution and independent living rather than 'deinstitutionalization' meaning relative
deinstitution. However in case if necessary I used the term 'deinstitutionalization.'

History of institutional protection in Korea
Institutional protection in Korea was started by missionaries and workers of foreign institution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origin of modern institutional protection in Korea was began by Jean
14) Korean Disabled People's Institute(2010) Seoul(2009), Gwangju(#), Busan(#)
15) Institutionalization means the state that residents are suffering from the lives in the institutions because of
collective and controled living. It is a phenomenon in which a resident live with other people in a separated and
limited spated; receives less stimulations and experiences in a repeated daily lives and relationships with limited
people; lose dreams and wills by being accustomed to regulations and controls thus becoming helplessness and
dependent. Biologically, it means a state of 'social death' indicating that a person is alive, breathes and eats but
his or her social desires or abilities are gradually 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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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 the bishop of Joseon, as he established a catholic orphanage at gondang-gol. The beginning of
national or public institutions was the establishment of 'protec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persons'
by installing the social division that takes charge of social welfare works under the Bureau of Home
Affairs in 1921. After the liberation of Aug 15th and the Korea War, in order to accommodate war
orphans, the number of orphanage surged. The child welfare institutions established after the war
were changed into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s the number of war orphans decreased
(Lim, 2000). Those institutions established without legal basi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Life Protection Act and Child Welfare Act in 1961, and as laws related to social
welfare services were legislated in 1980s, the institutions were segmented to now into variou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welfare recipients such as the disabilities, children,
the elderly, the homeless.
All social policies are made variously according to history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s of each nation. Institutional protection is also made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ontexts of
each country, In case of the UK, institutional protection was started and led by the government in
the transition period of capitalism and in the late 20th century deinstitution was started by the
government. However, in Korea institutional protection was started by foreign aid organizations and
missionary institutions and after then laws and policies were made and now institutions receive
government subsidies and are under control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course, the structures of
institutions have become complex: as institutions are managed by private social welfare corporations or
individuals; asset structure of the corporations or institutions were mixed with funds from the
private,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operational budget is suppor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uch structures made very complex operational structure and interests. As a result,
dissolution and deinstitution of institutions in Korea is more difficult than those in the West whose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governments.

Current conditions of institutional protec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have increased from 90 in 1985 to
118 in 1990 and after 1990s the number went up significantly to 265 in 2005 and increased
further to 452 in 2010 due to government subsidies, eased government standard for the
establishment of such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legalize unreported facilities. When looking at
changes in the number of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residents in the last 10 years, the numbers
have grown 4-5% annually for the past five years except for 2008. The number of newly opening
facilities has increased so far because of construction or extension of facilities, but up to now there
are no government policies to respond to th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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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dicates the conditions of institutions for 10 years since 2004. As of 2013, currently
31,152 people are living in 1,397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 them,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19,330 representing about 62% of the entire residents. The
number takes up roughly 12.6% of the entire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of 2013, the
number of registered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s 153,332 (according to the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book), it means that 1.3 out of 10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living in institutions, not in their home.
<Table 1> Current state of institutional protection by each type of disability16)
Section
2004 2005 2006 2007 2008
Number of
237
265
288
314
347
facilities
Total
Number of
18,906 19,668 20,598 21,709 22,250
residents
Physical
2,580 2,658 2,754 2,781 2,893
disability
Visual
695
609
823
848
875
impairment
By type of
Hearing/speec
disability
519
459
454
422
479
h impairment
Intellectual
10,989 11,550 12,948 13,685 13,493
disability
Etc
4,123 4,392 3,619 3,973 4,510

2009

2010

397

2011

452

2012

2013

499 1,348

1397

23,243 24,395 25,345 30,640 31,152
2,230 3,673 3,818 2,956

4,070

760

873

797

774

904

519

385

358

302

283

9,539 1,4338 15,322 14,441 19,330
10,195 5,125 5,050 12,167

6,565

The below <Table 2> shows the current state of large scale institutional protection excluding
short-term residential institutions and the average number of residents. the average number of
residents has decreased greatly since 2009. It is because that the number of residents of newly
established institution is limited to 30 persons according to the 'way to innovate residential
institutions' in 2008.
<Table 2> Current state of large facilities and the average number of residents>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Number of
residents (person)

19,668

20,598

21,709

22,250

23,243

24,395

25,345

26,442

26,954

Number of large
facilities (No.)

265

288

314

347

397

452

490

553

581

Average number of
residents (person)

74.219

71.521

69.137

64.121

58.547

53.971

51.724

47.816

46.3

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ue to amendments to the Act on Welfare of disabled persons in 2011, it was
integrated into residential facilities as short-term housing for the disabilities and group homes for the disabilities wer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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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as there are no government policies that reduce the number of residents in existing
institutions or dissolve the institutions, in case of 'Kkottongnae', the biggest institution in Korea, it
accommodates about 3,000 residents. Meanwhile institutions for the homeless which are not counted
as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ommodat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of 2013, 1,617 people out of those accommodated in institutions for the homeless are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book, 2013). These people are
forgotten and living under more harsh conditions and are excluded from the beneficiaries of services
provid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moved out of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urrent state of institutional protection in Korea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UK and the US
about 30 years ago. These institutions are in the form of the past concentration camps with corridors
that separate male and female and 5-6 people in general or as many as

more than 10 people live

together in one room. Belongings of those who have lived in these institutions for decades are just
one or two boxes and many of them barely visited family gatherings or their parents' grave.

Historical momen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Korea, there are no historical momentum for deinstitution and policies for residenc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in local communities. In the strict sense, deinstitu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just insisted and reviewed, and there is no government level
policies in place. As mentioned above, 12.6%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Korea are
living in institutions and the demand for and the supply of institutions are consistently on the
increase.
However if relative or stepwise efforts are included in deinstitution it can be considered that it
was introduced when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and local community facilities were established
under the normalization paradigm in the mid 1990s and group homes were introduced. Continuously
in the late 1990s, there are more emphasis on the human rights and independe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mselves and independent living centers were established, In terms of social interest on
deinstitution and direct effect of policies, in 2008 measures to innovate the residential institutions
were proclaimed as issues related to corruption in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after 2000 were
raised and deinstitution movement was preceded against government policies legalizing non-reporte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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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istorical moments of liv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local communities
Mid 1990s : Implementation of shared hom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late 1990s to early 2000s : Introduction and spread of independent living movement

After 2003: Introduction of deinstitution movement and connection to the independent living movement

Introduction of group home under the normalization paradigm of 1990s
How to view the group home is at the center of disputes over deinstitu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is closer to deinstitution than large institutions but it is small institution
without independence. The government and related people include it into deinstitution but activists do
not.
The legal name of group hom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is “Group Home”. The group
home was introduced in Korea in 1981 when father Noel Cheon initiated group home in
Weolsan-dong, Gwangju (Park, 2009). It was implemented as part of representative programs for
rehabilitation business in local society in 1985 (Nam, 2006). As the group home was expanded in
the late 1990’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veloped guidelines for setting up group home
in 1997 (Jo, Park, Lee, 2004). During this period, group home was categorized as the facility in
charge of social rehabilitation for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2011, the group home was integrated
with short-term shelter into housing facility for disabilities and now it maintains the current form of
facility
The group home in the 1990’s was more like the facility to trai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llow them to experience the society and they were given no choice. The group home was a place
where people with disabilities whose parents actively use the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stay during the weekdays for their social rehabilitation. The group home required people with
disabilities to have jobs, mild disorder, families and home to go back on the weekend. In fact, there
was almost no social interest in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stayed in facilities in the
1990’s. Accordingly, there was no wa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stay in facilities to join the
group home. They did not have access to the information about the group home. They were not
able to exert their right to choose. They did not have jobs and even home to go back on the
weekend. The group home was more like the facility to trai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llow them
to experience the society and they were given no choice. And the group home was emerged as the
model for deinstitutionalized fac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nly after the 2000s wh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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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was accelerated.
The below <table 3> shows the current state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types of institutions as of 2013. After 34 years of implementation, only 9%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living in group homes.
<Table 3> Current states by each type of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13

Classification

Caring
facilities
Develop
Sight
for
mental
and
Visual
Intellect
persons
disability
impairm speech
ual
with
and
impairm disability
ent
serious
Brain
ent
disabiliti
lesions
es

No. of
institutio
ns
Total
No. of
residents

Independent

40
2,057

16
786

8
335

living

movement

278
11,748

and

Facilities
Short-ter
for the
m
disabled
Group
residenti
infants
home
al
and
facilities
children

201
11,006

making

10
510

128
1,438

policy

In total

667
2,760

for

1,348
30,640

personal

assistance service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living movement also serves as an important historic opportunity
for deinstitutionalization. Independent living movement has noted that the right to choose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owned by themselves and enabled people with disabilities to realize that they
are the subject of services rather than the object of services.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an
achievement of independent living movement, have supported the pro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provide information of independent living through a peer counsel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stay in facilities. Independent living movement in its initial stage focused on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local society. Since then, it has expanded to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acilities and supported
their deinstitutionalization.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has formulated as an accomplishment of independent living
movement in the U.S. since the 1970’s. Nakashini, a Japanese activist for independent living
movement, introduced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in Korea for the first time in 1997. And
Japan Council on Independent Living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for independent living
support in 2000. This fund launched the first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Dongdaemoon Pino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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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and “Gwangju Woori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Now, there are
about 200 centers in Korea. Also, there are two consultative groups in Korea; Korea Council on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KCCIL) and Korea Federation of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KOIL).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AS) have most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realization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t liv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acilities including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dependent living movement has enhanced people with disabilities’
consciousness of their right an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ir consciousness of right and their
capacity by providing the concept of independent living and the image of disabled activists.
Moreover, it has provided various programs and venu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achieved
deinstitutionalization to actively engage in the local society. However, the support for centers of
independent living is lacking.

Deinstitution movement and craze for 'Dogani'
The most historic moment of deinstitutionalization was the deinstitution movement that was
initiated by issues raised on internal corruption and human rights. The deinstitution movement in
Korea since 2000 was carried out in three aspects; the movement for human rights in the facility,
movement for democracy in the facility, and movement for deinstitutionalization. However, despite
ten-years of ongoing deinstitution movement, the situation in facility in Korea did not much
improved. The number of facilities and disabilities who stay in facilities has continuously increased
and problems of human rights in the facility have repeated. Nevertheless, deinstitution movement
created social discourse on deinstitutionalization and led to government policies for improving facilities
and even policies by som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The following is the summery of the
development of deinstitution movement in Korea. The deinstitution movement has broadly developed
in three phases. <Figure 1> shows the development process of deinstitution movement in Korea.
<Figure 2> Development process of deinstitution movement in Korea
Raising issues of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ssue of individual institutions (1987-2002)

Organizational securing of human rights and deinstitution(2003-2008)

Request services for deinstition(2009-as of now)

The first phase is “the step for raising issues o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 in each
facility”. Issues o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 were raised for each facility from 1987 to
2003 such as Hyeongjae (Brother) Welfare Center, Yangji Maeul, Sojjuk Maeul and Ebada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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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Hyeongjae Welfare Center case was to reveal human rights issues in the facility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in 1987. And then, Yangji Maeul, Sojjuk Maeul and Ebada Welfare Center
cases also followed. Ebada Welfare Center ousted the founder through 7 years of fight and
democratized it's operational structure including forming its board with public directors. During this
period, there was a keen interest in human rights in the facility due to a series of issues on human
rights and corruption in respective facility.
The second phase is “the step for systemically securing human rights and highlighting the necessity
of deinstitutionalization”. In this period, people went against the government policy to legalize
unreported facilities in 2003 and started to highlight the necessity of deinstitutionalization after
considering the problem of facility protection from a policy perspective from 2003 to 2008. The
policy to legalize unreported facilities was the policy to delay legal punishment for unreported facilities
that do not meet the require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 law and allowed them to become reported
facilities through deregulation and support for setting up the facility in order to address the supply
shortage of facilities and problems of unreported facilities in 2002. This includes easing the
requirement for reporting the facility, support for expand and reconstruct the facility through lottery
fund and support for acquiring the certificate for social workers. In this process, this policy brought
another problems to allow unreported facilities with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 and corruption to
become reported facilities through the government support. The reasons why people opposed to this
policy were problems Yanpyeong sungsil sanatorium, and the house of blessing and love in Yeongi-gun
where the director’s family run like a prison. They exploited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stay those
facilities without any staff member and controlled them, but no government officials recognized what
was happening there. Those awful facilities were about to be given the government support after
becoming reported facilities through false documents. However, the related government office did not
identified such problems. These cases led human right groups and disability groups to launch “joint
council to secure human rights of people in the facility under the certain circumstances”. Since then
they opposed to the policy to legalize unreported facilities and demanded the government to limit new
facilities to small-scale facilities with less then 5 staff based on the local society. But their demand did
not accepted. As a result, non-registered institutions with poor services are largely incorporated into the
system. Joint conditional Measure Committee united with independent living activists became a
foundation for exposing corruption of institutions, ensuring human rights for those living in
institutions, and raising issuse of need for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and policy demands. On the other
hand, public interest director (outside recommendation in legal terms) was introduced through
comprehensive overhauling movement to social and welfare business. However, demands for
comprehensive reforms were declined as social welfare legal institutions and Hannara Party opposed. The
reform on social and welfare act was done dramatically like the film “Do-Ga-Ni” in 2011. The film
illustrated sexual violenc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happened against children at In-Hwa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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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and In-Hwa schools for students with disabled in Gwangju.The film made huge contributions
to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by drawing public attention on human rights issue within institution.
Third stage is “demanding specific services for deinstitutionalization(2009-present). in 2009, we
saw the parties concerned demanding specific services like Maronie demonstration by 8 people, and
“soecial welfare application movement” by three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ose 8 people lived
homeless in Maronie park after leaving institu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demanded supports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t living. As a result,

transition center was built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financial support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t housing service have
started. The movement of changing application social and welfare service was began as three men
with disabilities made application to Eumseong county and Yangcheon to live in a local community
not institutions

based on the Article 33(2) Applications of Social Welfare Services of Act on Social

Welfare Services. Their applications were rejected by Eumseong county and Yangcheon and then they
started legal action against it. The movement made the first implementation fo application provision
which was newly introduced in 2003 Act on Social Welfare Services .

Desire for and effect of deinstitu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sires for deinstitution
However, the above research results were about opinions of people who can answer, so desires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were not figured ou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ake measures to
figure out their deinstitution desires and support policies for them. Besides, the presenter is working
on deinstitution of residents living in institutions under freewel which was Seock-am foundation in
the past. To this end, researches were conducted to figure out desires for deinstitution by asking
residents in three institutions. The researches were participated by deinstitution activists including the
Disabilities and Humanrights in Action and other activists. opinions of 146 out of 238 people
surveyed were not figured out. (Hearing from and supporting their opinions is importa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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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research on desires of residents for deinstitution who are living in
institutions under Freewel

Classification

Strong
willingness
to move out
of
institutions

Afraid but hope

Uncertain

Unconfirmed

Number of
residents

50

21

21

146

Effects and meanings of deinstitution
In the Korean society the deinstitution is just beginning, issues figuring out the effect of
deinstitution are very important. For the US and the UK, many years have passed after deinstitution
started, and as a result there are many researches to explore the effect of deinstitution accumulated
so far. Still lacking but in the Korean society there were some attempts to figure out the effect and
meaning of deinstitution in the early 1990s when group homes were introduced and early or mid
2000s when deinstitution movement was started.
The attempts to figure out the meaning and effects of deinstitution in Korea were made in ways
that compare level of satisfaction and quality and cost of life between residents living in group
homes or residents living in residential institution. (I was so difficult to figure out the effect of
deinstitution given the fact that at the time in Korea the only housing service related to deinstitution
was group home) Most of the studies reported that 'those living in group homes have better quality
of life, higher level of the ability to adapt and social integration' (Kang, 1993; Seo, 1993; Cho,
1998; Ko, 2000; Kim, 2006). The studies generally showed the meaning of life and the effects
under the deinstitutionalized environments rather than large scale institutions. However, there were
limits in showing the meaning and effects of deinstitution as group homes can not be considered as
complete deinstitution In 2008 Kim interviewed 9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voluntarily moved
out of institutions and explored 'implications of experiences in and out of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turned out that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s of being abandoned as they were
burdens or pains of their family during the course of entering into institutions' and in the process
they felt that 'they are helplessness and useless.'
“I remember when I was abandoned, because I was shocked... I was about five
years old. Maybe they were having hard time because of me”
“Everybody wants to live in their home. Who would want to live in institutions?
No sane person would not enter into institutions. Who wants to be in th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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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at time I was said that I would soon be back home. So I went there but
that was the last time with my family. (…)”
While living in institutions, residents lost their dignity, were ignored, and experienced hierarchical
relationships, sympathy, violence, humiliation and wimpishness through standardized and collective
living. In general, residents had negative experiences but some had positive experiences better than
their home where they were totally neglected, as they would be able to meet people in a similar
position and receive their supports and opportunities to be educated.
“Some of the teachers were younger than me and when I dealt with them, I am
not sure but it was so hard and difficult for me”
“Why do you leave the institution? What will you do after then? There would be
nothing but going through hardships”
“Middle aged female workers bathed male residents and I refused to be bathed
for three or four times. I said no, but there's nothing I could do”
“An institution is a small society. You can view it that way. There are deep routed
hierarchical nature and relationships were vertical”
“I bought a cell phone. I bought it and nobody knew the fact but I got caught
when I made a phone call in my bed.”
Experiences after moving out of institutions turned out to include 'having desires for freedom,
cherishing one's own choice though starving to death, rediscovering oneself denying being helplessness,
becoming nervous to be sent to the institutions again, being influenced by subordinative relations
which the person was used to and having difficulties in living one's life' but in common those people
are turned out to have 'strong will to be free and independent while having many difficulties.'
“I feel nervous. Cause I will have to go to the institution again. For being sent to
the institution. I am seized with fear when the institution ask me to come by. I
was scared”
“I cannot be so free like that. For one and a half year after moving out of the
institution I awoke at night and slept at day. Because I forgot the concept of time
(laughter)”
“Just freedom as a human being. That's needed. I will not change that thoughts
regardless of my circumstances in the future”
“Making a living by myself is so hard fo me. Money... I cannot afford this with the
cost of living allowance.” "It is not easy.. but it is worth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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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research on the effect of deinstitution was about the comparison of costs. After 2008,
in Korea there have been researches comparing institutional protections and deinstitutionalized services.
Kim and Kang compared costs of services by researching the disabilities liv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group homes, and independent living homes (2008).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imput costs
were 15-20 million won in residential facilities, 10-11 million won in group homes, and 4,025
thousand won in independent living homes17). In 2009 in the human rights forum for the
disabilities, comparison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costs of institutional protection and independent
living. As a result, annual living costs per person were 17,528 thousand won in independent living,
and 20,130 thousand won in institutional protection. Therefore unit costs of institutional protection
were turned out to be about 2,602 thousand won higher than that of independent living. (at that
tim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and pens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not implemented.
Therefore if we compare the costs now, the gap would be bigger than the figure)

Pertinent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deinstitution
Korea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08. The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stipulates that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recognize the equal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 the community, with choices equal to others, and shall
tak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to facilitate full enjoyment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this
right and their ful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In terms of Korea, as the government made no declaration on deinstitution and policies were not
changed accordingly, there are no legal provisions directly dealing with responsibilities of country and
process concerning deinstitution.18) It is difficult to provide suppor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
consistent and stable manner, as there is no specific legal basis on what's really necessary for those
who moved out of institutions including a system that supports the transition, housing supports,
reserves for settlement and funds to support those who are moving out of institutions, right
advocates, and other ways for independent living.
Although there are no legal basis provisions but related provis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ose include provisions on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under the Act on Welfare of
17) Group homes are social rehabilitation institutions where workers stay there to guide and supervise residents, so group
homes are criticized under the perspective of independent living movement for having some characteristics of heteronomy.
In independent homes, workers do not stay there all day but do their rounds thus guaranteeing more independence. This
study interviewed residents living in three independent homes operated as a pilot project and supported by Seoul city
government via group home support center in Seoul
18) During her presidential campaign, president Park Geun-Hye made a pledge to enact the 'Act on guarantee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the law was not legislated. the 'Act on guarantee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w prepared by circl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e 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contents of policies for
deinstitution. By enacting the law, it is required to stipulate the responsibility of state government for the de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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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s with Disabilities, ban on discrimination in welfare facilities unde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and provisions on the rights to apply for social welfare services
unde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In addition, under the Act on Assurance of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Provision of Assistance (hereinafter the 'Act on Assurance of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bligated cities and provinces to install and operate a
center for supporting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also connects with service providing
agencies by making supporting plans for each individual. Along with this, the Act on supporting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enacted and in 2010 and enforced starting from 2011.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Provisions concerning
supports for independent living
Under the Article 35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bligate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devise policies on services for independent living by types and severities of
disabilities, and in the Chapter 4 the Act stipulates the contents of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such as support for research,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serious disabilities,
provision of personal assistant services and provision of counseling among peers with disabilities.
Among them, major contents related to deinstitution and independent living are as follows.

Firs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for

independent living of a person with a serious disability by his/her own decision,
such as personal assistant service including dispatch of a personal assistant, etc.,
or supply of auxiliary applian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various other
conveniences and supply of information, etc. (Article 53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this e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upply all the necessary support services to realize the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serious disabilities through the support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serious disabilities. (Article 54-1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co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ay support the personal assistant service
including dispatch of a personal assistant necessary for the activity, etc.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to live the daily life and do the social activity
without difficulty.(Article 55-1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tters necessary for standard and method of service support
including dispatch of a personal assistant,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55-3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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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 Ban on discrimination in terms of the right to resid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enforced in Apr 2008)
stipulates right of self determination and right of cho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rticle
7 and prohibits restriction, deprivation, confinement of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move and
reside by family, home or welfare facilities.
Article 7 (Rights of Self-Determination and Selection) ①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their own choices and decisions in all aspects of their
lives subject to their determinations.
Article 30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in Family, Home, Welfare Facilities, etc.) ③No
member of family, home, welfare facilities, etc. shall restrict, deprive or
interfere with the rights of an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receive education,
such as rights to enroll at or advance in schools, to exercise property rights,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and to move and reside (here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rights, etc.") and shall not exclude him/her from
exercising such rights, etc.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Suppor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supports
each individual
The Act o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nacted Nov 2015) obligates cities and
provinces to establish support center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have them to
connect with service provision institutions by making individual specific plans. The Act aims to
provide service and information needed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well as provision
of services based on desir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owever with this individual
specific support system, the services are highly likely to be determined by experts and family
members so the results are uncertain now. In addition the Act stipulates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devise policies for residential facilities fit to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Article 29-①) and there are no other contents related to
deinstitution or liv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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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Establishment of support plans for each individual person)
① Heads of special autonomous cities, province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shall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specific plans to heads of local
support center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ereinafter the
local support cent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according to
Article 33-2 after determining the selection of recipients and the contents of
welfare services upon receiving the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support
plans for individuals.
② Upon receiving the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support plans for
individuals. head of the local support cent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all establish support plan for individuals including contents and
methods of welfare services by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families within the determined scope of
welfare service under the paragraph ①
③ When establishing the plan,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express

opinions

should

be

given

in

an

appropriate ways of communications for them.
④ The head of the local support cent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request the approval of established support plan for the
recipient of welfare service to heads of special autonomous cities, province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nd the plan is effective upon the approval of
heads of special autonomous cities, province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⑤ The head of the local support cent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notify the result of reviewing whether the plan is
appropriate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⑥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who were notified
the support plans for individuals can make request for the head of the local
support cent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change or revise
the plan.
⑦ In order to modify or change support plan for individuals, follow the
paragraph 4 and 5.
⑧ Items needed for methods, process, establishment methods. content,
approval notification, application, modification and revision of the support plan
for individuals stipulated from the paragraph 1 to 7 are set forth under the
decre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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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Services Act : Provisions on the application for social welfare services
Since the provisions for the applic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were added to the amendment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in 2003, those who need services are now able to make a request
and the city or distinct offices must provide the welfare services. However, in practice, the provision
was no longer enforced

as there were no budget, personnels and established process. The lawsuit

filed for the applic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became the first enforcement case of the provisions.

Current policies on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entral government
In fact, there are no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concerning deinstitutionalization. The
Road map pursu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lso has no legal basis. So far,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policies to expand and improve institutions continuously.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ens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he

basis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t living; still, those policies have not been implemented specifically
for deinstitutionalization. Since 2011, additional tasks to support deinstitutionalization were given to
government-supported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but adequate budgets were not provided. (Cho
Han-jin, 2012)

19)

<Table 5> Current condition of budgets for income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personal assistance
Classification

Time of
implementation

Disability
Pension

2010

Disability
Allowance

1990

Personal
assistant
services

Oct 2011
(Pertinent law was
enacted on Dec
2010)

Payment standard
Paid to those (bottom 63%
income group) who are not
included in low income
class. Incomes of the 1st to
3rd grade disabilities over
age 18 and their spouse are
calculated together.
Mild disability/recipients, low
income class
First grade under the
implementation of Oct
2011/ the scope expanded
to 2nd grade in 2013/ and
then expanded further to
3rd grade in July 2015

Amounts
provided

Budget

Basic benefits of
202,600 won+
additional
benefits
(As of April 2015)

574.3 billion won

About
30,000-40,000 won

131.4 billion won

467.6 billion won

19) Cho Han-jin. “Fact-finding research on the present condition of resid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institutions
and their desires for independent living” 『Presentation of results of fact-finding research to build up basis for independent
living and discussions』. Dec 18th 201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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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s
Policies to support deinstitutionalization are now being created around local governments. Among
many local governments, Seoul metropolitan city is leading the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Policies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include
experiential homes, independent

settlement funds for deinstitutionalization, provision of

homes, and services to support the transition in the pro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Settlement funds for deinstitutionalization have begun by Seoul city government first in 2005;
as of December in 2014, seve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and five local governments provided
the funds.
<Table 6> Current state of settlement funds for deinstitutionalization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As of December 2014)

Region

Imple
mentat
ion
year

Amounts
provided

Personnel
(year)

Total amount
provided(thousan
d won)

Payment methods
When moving out of institutions,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institutions
can apply for the payment
Paid to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moved out of institution
through residential institutions
Institutions submit applications to
local governments (in kind)
Paid to the operators of
independent living center
(in ki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moved out of institutions

Seoul

2005

8,000,000

16

128,000,000

Daegu

2010

5,000,000

20

100,000,000

Jeonbuk

2010

10,000,000

5

50,000,000

Gyeongnam

2011

5,000,000

Gwangju

2012

5,000,000

2

10,000,000

Seongnam

2013

5,000,000

2

10,000,000

cash

Changwon,
Yangsan,
Miryang

2013

700,000
(10 months)

10

7,000,000

Paid to individual persons

Jeonnam

2014

5,000,000

14

7,000,000

In discussion

Uijeongbu

2014

2,000,000

1

2,000,000

Cash

50,000,000

After moving out of institution,
and then when leaving experiential
independent homes

Incheon

2014

5,000,000

10

※ Source : Disabilities and Human Rights in Ac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moved out of institutions, temporary housing

began to be

offered by the Seoul city government first in 2009; by the year of 2014, a total of ten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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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offered temporary housing. The housing is provided on a temporary basis from 2 to 6
years. As of 2014, Ten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operated
the system. <Table 12> summarizes the current state of operation of experiential homes under the
local governments, and <Table 13> shows the summary of current operation of housing for
independence.
<Table 7> Current state of supports for experiential home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As
of Dec. 2014)
Region

Year of
implemen
tation

Subject of
operation

Number of
housing units
(2014)

Period

Seoul

2009

Agency that
operates
experience homes

Daegu

2009

IL center

2 years

6

Jeonnam

2010

“

-

2

Incheon

2010

“

2 years

2

Gyeongnam

2011

“

6 years

5

Until
owning a
home

Deposits were
paid

2 years

25

Uijeongbu

2010

“

Gwangmy
eong

2010

“

“

Goyang

2010

Unchecked

“

Anseong
Hwaseong

20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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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ndards for
subjects of operatio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located in
Seoul and corporations
or private organizations
which operated IL
center for more than
one year.

<Table 8> Current state of operation of independent home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Year of
implementation

Region

Seoul

2010

Incheon

2011

Gwangju

2013

Daegu

Subject of
operation
Center to support
services for transi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andellion night
schoo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directly operated by
Namdong-gu office
commissioned

Period

Number of
housing units
(2014)

Up to 5
years

20

Up to 5
years

4

Up to 5
years

5

Remark

300 million won in
2013 and 150 million
won in 2014 were
allocated but not used

2013

Impediments to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able 9> summarized impediments to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der the categories of micro, medium and macro levels.
<Table 9> Impediments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lassification

Housing

Macro
level
(Social
system)

Income

Daily lives

Contents
Limits in support policies for public housing, restricted choices due
to insufficient numbers and the lack of diversity in available support
programs such as experiential homes and independent living
homes, burdens of costs when purchasing a house on their own
It is hard to earn a living through labor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get a job (insufficient employment
support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moved out of institutions)
Many have the concerns over that they would be disqualified from
the recipient according to policies concerning the obligations to
support family if they have family members
In the course of recalculate the disability grade, there are risks of
and concerns over disqualification from the recipient of personal
assistance due to decline in grade, and insufficient sup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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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Healthcare

Weak systems for
supporting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urdens and
resistance of
institutions

Medium
level
(Impleme
ntation
system
and
agencies)

Objectifi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tegrated
deinstitutionaliza
tion- weak
support systems
for independence
Micro
level

290

Noncooperation
from related

Contents
system for application for personal assistance or acknowledgement
period while in the process of independence after moving out of
institutions
Insufficient time of personal assistance (for persons with extremely
serious disability, it is required to provide 24 hours of personal
assistance but the service is not provided except for some local
governments)
Residential institutions have positive aspects of providing consistent
health management but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moved out of
the institutions are under relatively weaker medical support systems
(in fact, one of the reasons why some of the disabilities are moving
back to institutions is issue of medical care)
Most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institutions (roughly
70%) ar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ut the existing models supporting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ce have evolved centered on
physically handicapped persons including physically challenged
persons and those with brain lesions. Therefore, it is hard to find
independent living suppor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ther than group home. Group homes is not deinstitution
as there residents live together and it is controled in part.
For residential institutions, deinstitution is recognized as the thing
that hampers the foundation of existence of them by reducing
budgets and number of personnels, so is faced with strong
resistance of operators and workers at the institutions. Therefore,
although it is needed to prepare for incentives and efforts made by
corporations or government organizations to draw active
cooperation from residential institutions, currently there are no
discussions or measures prepared for this.
In many cases institutions and the workers there exercise the rights
to determine instead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mselves. The
process of making decisions by himself or herself is part of divine
right and is critical to facilitate empowerment but if the right is
given to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mselves then the burden of
institution and workers would be bigger and their authority would
be reduced so it is hard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mselves
to exercise their own right of self determination.
It is required to have a comprehensive system supporting individuals
who want to move out of institution and live an independent life,
but in fact there lacks public systems that support individual cases
and are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institutions.
Even i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mselves have the will to live
independently, in most cases, their family members disappro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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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people including
families

(Related
people)

Issues

The
psychological
difficul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Contents
idea or are not cooperative for the reasons such as protection,
safety or economic reasons.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out
families or friends are easier to move out of institutions than those
with family members or friends. Family members are impediments
to deinstitutionalization but there are no discussion or measures on
this issue.
Due to helplessness accustomed because of a long period of living
in institutions and loss of dreams or willingness, it is har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xpress their desires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ce. Along with this, at a
specific level of deciding deinstitutionalization or independent
living,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feel sorry for institutions or the
workers there and have concerns over and be afraid of severance
in relationships and encounter other psychological difficulties such
as feelings of loneliness and isolation20) In order to solve overcome
such issues, there should be detailed supports for these people but
now even the current states were not figured out.

deinstitutionalizatio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challenges with supports
1) Provision of legal basis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d establishment of a road map
Deinstitutional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is a problem we can not afford to procrastinate any
longer. Legislative grounds must be stated in law for need for deinstitutional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responsibilities

with

the

government.

In

specific,

it

shall

be

declared

that

‘deinstitutionalization-independent living take precedence over institutional care, and the state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shall make efforts to this end’ by making revisions with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nd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learly describe relevant procedures in law. Declaration can be a starting point in
context that subject recognizes own rights, that subject responsible for assuring rights accepts own
responsibility, and that substance of such rights is stipulated. State policies must be declared through
law. Discussing the issue of deinstitutionalization for the last ten year, I found limitations in
discussing polices and programs with no relevant legal foundations stating clearly deinstitutionalization.
In addition, a road map at state level must be drawn up regarding deinstitutionalization.
Currently some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made declaration on deinstitutionalization. In 2013, the

20) Kim Jeong-Ha. 2008. 『Study on experienc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they move in and out of institutions,
Master's thesis, Seongkonghoe University: How is the lif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nstitutions and after they move
out of institution? 』 Park Sook-Kyung, 2008, Study on self-determination of the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y
type of housing units, 2008, 60th edition of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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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Metropolitan City announced that deinstitutionalization would take place for six hundreds people
by 2017, and in 2015 Jeonju City said to deinstitutionalize one hundred and seventeen people by
2019. (Despite controversies on way of deinstitutionalization, it is meaningful in a sense that local
autonomous entities took the responsibility for deinstitutionalization by announcing and carrying out
concrete plans.)
However, a plan for deinstitutionalization must be laid out at the state level beyond local
autonomous entity. It would require a formation of joint Task Force Team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hich include experts from activities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t living
in order to prepare a national road map for deinstitutionalization. With that, it needs to stipulate
step-by-step measures for a five-year plan of deinstitutionalization for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 Dismantlement of large institutions and implementation of a pilot project
Existing

policy

reports

related

to

deinstitutionalization

have

affirmed

this

need

for

deinstitutionalization. Still, it is hard to have it immediately implemented as it requires building of
social consensus and infrastructures. Thus, theses reports have suggested that we introduce a policy
first in order to support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want to be de-institutionalized.
However, there are certain issues in promoting deinstitutionalization by means of supporting
individuals while not changing large institutions. Without structural reforms, problems cannot be
solved. Institutions in Korea have been built and managed by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it is not
practically possible for the state to force them to dismantle institutions. Hence, we must come up
with an action plan that is suitable for the specific circumstance in Korea. Through pilot projects
encouraging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we must overcome the limitations of
institutions-centered systems and address other issues like the costs incurred in the process of
dismantlement and the ongoing employment for those working in large institutions.
To this end, we may need to run the pilot projects of dismantlement of big institutions as well
as of support initiatives for deinstitutionalization for those legally-binding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which agree with the values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want a structural reform. Just for the
reference, Freewel where the speaker is working as a public interests director has pursued
deinstitutionalization and prepared pilot programs. Such programs are the result reflecting opinions
from colleagues and relevant experts during previous two years and thus, entailing feasibility.
However, systemic barriers, insufficient budgets and etc. make very difficult for one social welfare
legal entity and at institutional level to bring it to reality. So it needs to recruit pilot programs from
social welfare legal entities which are run by public interests executives, like Freewel, and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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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ing

reforms in services so to establish and spread ‘a Korean model for institution dismantlement

and deinstitutionalization.’

3)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support transition at the government level
Currently

the

Seoul

Metropolitan

city

only

provides

services

supporting

transition

to

deinstitutionalization. National policies and budgetary assistance are required so to establish transition
services in all local autonomous government entities. Furthermore it must ensure tha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participate and their voices are respected in the process. One of
problems raised with the transition service by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s that professional
perspectives are valued higher than participation and opinions of the concerned people. This infringes
the Article 19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ights to residence under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Not only in transition services but also in overall social welfare services, the opinion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always ensured. This requires immediate change.

4) Developing a model for deinstitutionalization –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eed sophisticate cares in daily life,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dels and assistance suitable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t living. A model
assisting independent living needs to be developed overcoming limits of group homes which control
and co-habitant are unavoidable. For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no cognitive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sensory disabilities, it is possible to have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t living
i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are provided, while in many cases it is not possible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or autistic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variety of models
depending on the nature and the degree of disabilities as well as the desires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tunately, we can witness various attempts and efforts are taking places. Now Freewel is trying
to suggest a model of independent living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 have
leased three small studio apartments in the same building and in two,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oved in to have independent living. The support center in proximity is providing
assistances with daily life, commute, housekeeping, financial management and others according to
wanting and application of those residents. Entire process from residence application to furniture
installments are decided and directed by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live in.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service is to offer them assistances in demands from behind while giving
priorities to privacy, rights to self-regulation and autonomy. To confirm with opinions of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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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ed, supplementary communication tools including picture cards, models of furniture are under
development for 'supported independent living.' With independent living in their homes, residents are
swiftly adjusting to a local community and independent living capacity is improving such as making
social relations and commute. Above all, they are very satisfied with having own home and their
self-respect are quite heightened. Despite many difficulties in resources and manpower, there has been
gradual improvement.

5)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urrently there is possibility that support system is severed i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me out of institutions. A network should be built among case managers, professional
social workers from community centers,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welfare centers in the community in order to support cases, but they are yet incorporated into
system. Some services may be connected through support center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ich are implemented under「Act on Protection of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Provision of Assistance」, effective since November 2015. But if building one support
center for each megalopolis according to the present plan, it is anticipated that it can hardly exceed
over the service entry functions.
So supports must be strengthened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independent
living. That should be done by means of increasing supports for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non-profit organizations with the philosophy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t living. In
2011,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independent living per disability types and improvement in
support system” was conducted with supports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result shows that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 and deafness mostly use a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enter, persons with blindness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use a welfare center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y or cerebral palsy go to a support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Moreover, there is no case that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participated in focus group’s interviews either know or use a support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However, increasing number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have recently moved
out of institutions, use a support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compared to 2011. IL Centers are also
paying more attentions to persons with intellectual and autistic disabilities by discussing supportive
measures. Increasing supports of IL Center while containing social welfare service institutions, and
advocating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work favorable to supporting ideology and
the philosophy of independent living and empowerment. However, support centers or groups for
independent living are still in early stage, having difficulty with obtaining stable financial supports;
thereby lacking consistency and continuity potentially when providing services (So Yeon Y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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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year of 2011, independent living support cente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eiving
government money have taken up the issue of deinstitutionalization as core bus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and consider budget for service so that the IL centers can function accordingly
in practice.

6)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advocacy systems for rights
In ord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be de-institutionalized and to live a
independent life successfully, advocacy system is need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o the

impending 「Act on Protection and Advocacy of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entative title)」
must be legislated. Effective on November 2015, 「Act on Protection of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entions advocacy but it does not prescribe how advocacy should be
formulated in principle. So far, private advocacy groups such as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have been committed and right advocacy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been operated based on ordinance by some local self-governing entities, like
Seoul City and Gyeounggi-do. However, there is a problem since they cannot work as national system
due to limited budgets and investigation authority.
After the mega hit of a film titled Do-Ga-Ni, the Korean government has formed “Human
Rights Protector” with respect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residential institutions. This human
rights protector consis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institutions, institution workers, and
outside experts. However, such Human Rights Protector lacks a legal basis and it is a mere inside
monitoring system without expertise and independence, of which are fundamental prerequisite for
advocacy system. Many problems like actual operation are not even identified. For instance, Inkang
institution was ordered to shut down and release directors by the Seoul Metropolitan city for its
corrup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But Human Rights Protectors with Inkang rather prevented
interviews with residents and external investigation, revealing poor operation.

7) Expansion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and incorporating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December, 2010「Act o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formulated and on October of 2011, came into effect, and in 2013 it expanded up to grade 2. For
Activity though it was anticipated that personal assistants would be difficul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to use because it is designed fit to person with physical disabilities, as of
2015, persons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show the highest usage i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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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Utilization Rate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by the Types of Disabilities
Total

Physical

59,939
(100%)

11,477
(19.1%)

Cerebral
Palsy
9,757
(16.3%)

Intellectual

Autistic

Visual

others

19,551
(32.6%)

7,501
(12.5%)

9,332
(15.6)

#

Personal Assistance system plays a key role in supporting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for many people who are unable to live independently without personal
assistance are afraid of possible downgrading in the process of re-evaluating their disability grade. For
this very reason, they often do not try to leave institutions. Fortunately since July of 2015 the
system has been expanding up to three grade, laying foundation for improvement. Also, there is a
big discrepancy in different regions.21) To solve this, it requires to soften the eligibility criteria onto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and to reflect reality on service hours and to reduce regional differences.

8) Abolition of Act on Dependent Requirements, and Provision of supports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ing at the facilities for homeless people
In case there is family, it is difficult to gain qualification to receive services due to family
disagreement to deinstitution and duty of supporting on the Family law. Though both family
members and welfare institutions are not entitled to retrain right to resid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f they do, it is discrimination, in reality it is not easy to stop them. And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re hard to insist own opinion and residing in an institution, if
family disagrees, they are prevented from deinstitution, finding persuasion hard. Once admitted in a
institution, family usually oppose deinstitution-independent living. Therefore support should be made
to prevent institutionalization from the first place. (by persuading the person concerned not families,
so to reduce protection burdens on family and to develop capability of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reform perception on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ore importantly, it must
proceed

that

family’s

disagreement

due

to

duty

of

supporting

on

family

law

make

deinstitution-independent living. To this end, duty of supporting on Family law must be abolished.
(there are many inhumane and tragic cases that parents took their lives, or proved severance of
relations from family otherwise they are not eligible to receive supports)
In case of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ing in homeless facilities, its actual status are
not understood and they are also discriminated in deinstitution support system. They are excluded
21) Korea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conducted research on ‘comparative study on budgets on welfare and education 17 Si,
Do in 2015,’ It revels that discrepancies in welfare, education levels among the cities, regions, districts have risen in
recent 3 years. Particularly refunds t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show the maximun of ten folds in terms of
discrepancy. The national average is 270 Million won. Kyeongbuk area is the highest with 1202 Million won and the
area is the lowest with 112 Million. Ulsan, Sejong,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rank respectively in
order.(Able news 201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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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financial aids for settlement which each autonomous local entity provides to person with
disabilities when they leave institution, as well as utilizing transition services and others)

9) Considering change ways of budgetary supports
The current budgetary support systems such as financial subsidy system are made favorable to
bigger institutions in terms of budget and manpower.

It is difficult to reform the structure under

the current system that service providers receive subsidies directly from the government.
Institutionalization is originated from structure which entails strong authority to service providers by
receiving governmental subsidies and selecting service recipients. deinstitution means reduction and
decline in its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service providers. By individual budgetary support
system, it needs to transform into providing budget to recipients in needs so to transfer the right of
choice to hands of those in need.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is questionable if individual
budgetary support system leads to deinstitution. We expect that once Act o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akes effect, some of these issues are addressed. But if support centers and
service providers collude, it could lead into absolutely different resul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up supplementary mechanism so that person with disabilities can exert right of self-decision.

Negative Aspects in a process of deinstitu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Countermeasures

Debates on responsibility for dangers
The biggest opponent against deinstitution demands is that most residents in institution are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they are weak in independent living capability and vulnerable to react
to danger. So called “debate on risk” are the major obstacle toward deinstitution – independent living.
“Safety is the best cause to strengthen supersession and control. The strict safety tha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required can be expression of two intentions. First, it means social
exclus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is a perspective that it is better to separat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society as much as possible because they can damage or
give burden on the society, and this has long been the main discourse in our society. Second, it
denies potential development and growth with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does not
accept development expectations tha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learn new things and
grow up through experiencing appropriate new challenges and adventures, and this perspective labels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child who never grow. Therefore it can lead into
conclusion that insisting excessive level of safety is equivalent to argument for sepa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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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umanity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im, 2015)
In fact dangers and various accidents can happen in a transition process to deinstitu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time passes, deinstitution takes place for persons with more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occurrence rate for danger will go up, it might become more
difficult to give assistances. Although we need to prepare for dangers, we also

need to admit tha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ve right to take and control dangers. We must not let
safety debate suppress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enjoying life with freedom.
But we must not ignore possible dangers or responsibility for dangers. It needs to make our
efforts by reforming physical environments and manual development on danger management so to
live in a community to as safe as possible. Danger is core issue of recent debates in western
countries. And approaches centered with solution and Positive Based Support (PBS) in implementing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eive emphasis so that danger does not suppress lifes and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discussions and studies regarding this issue have
begun. I believe that we can come up with any countermeasures in a course that we make that as
an issue and we search problem solving-strategies with open mind.

Family Disagreement
Maladjustment and re-admission
As mentioned from cases in U. K. deinstitution for person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ll take place in proceeding to deinstitution, and readmission rate may go rise due to budget issues
and maladjustment. But it is not an immediate issue. Though we need to understand status and wan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luding re-admission rate, we have little experience and
we don't understand actual status. Given that, it is not wise to raise concerns about maladjustments
and readmission before implementation. As for major reason for readmission,

health issues can occur

when comprehensive case support is not done, and outside support systems cannot understand
characteristic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proper communication does not take place.
Case support system first needs to be built so that whe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me
out of institution, they can receive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supports. And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nsures in decision making and discussion related to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communication is to be confirmed to be done in a way appropriate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esides, there are many issues including special support syste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re having difficulties in living in local community due to self-injur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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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ing others, and severe homologous behaviors. In this context, it is very meaningful to have
chance to listen what experiences U. K. and U. S. A went through and what they are recently
going through and to receive advice from them.

Conclusion
Deinstitution-independence living does not only mean better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institution must be understood as one’s rights. In a process of leaving
residential institution and living a local community,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ll
experience discomforts in making own decision and take care of self and sometimes take risks. This
process is what everyone takes in granted living a universal life with a local community. And this
has developed survival capability and social relations of human beings. deinstitu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ould bring difficulties more than that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there will be strong objection arising from society. During the process, in a situation where
families and experts show concerns and supports in favor to objection, and the party concerned is
hard to raise own voice, barriers will be heightened and fortified mor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olve deinstitution by approaching from functions. We must first recognize that deinstitution is most
normal condition for a person to live as human.
During 1980s, when I was going to elementary school, I visited an institution wher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ed, It was starkly different from my home. Children there were
forced to live in a confined area and meet visitors from outside because they were bor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ults asked us and those children to hold hands together and show
compassion. I felt discomforts and hated the forced kindness and weird odor in the institution. I
thought that children in there might feel the same. And then

I clearly understood that children

there would be segregated more and more from the society and ended up with poor person. And in
2003 I happened to visit an un-registered institution that I became to know from consulting human
rights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and it was prison. once entered, you can not come out even if
you want. There had no judgement, no jail sentence but life time prison. Even I was put into there,
I could not have escape there.

I saw how dreadful to “become being without right to self-decision

and voice.” Institutions can become such horrible place for own structure. Institutions wher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collectively gathered and forced to live as a group can not be a home for how
much improvements are made in services and structures.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rights to live
in their own home. And the government bears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rights. Home is first not
institution. When persons with disabilities reach adulthood, they will be able to leave parents and
enjoy independence living at own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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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펜허스트(Pennhurst)와 미국의 탈시설화 역사에서 읽는
교훈과 시사점

김치훈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들어가는 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미국 유학생활 중이던 1990년대 중반, 수업 시간에 “연옥의 크리스
마스”(Christmas in Purgatory, 1966)와 Willowbrook State School에 대한 Geraldo Rivera의 폭로 르포
영상(1972)을 접하고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던 일이.

<“연옥의 크리스마스”에 실린 시설의 사진들>
우리에겐 “인권의 강국”, 심지어 “장애인의 천국”으로 여겨졌던 미국이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
라도 많은 시설거주 발달장애인들에게 “야만의 폭력”을 자행하는 지옥이었다는 사실은 내겐 적지 않
은 놀라움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지금, 펜허스트(Pennhurst)와 미국의 탈시설 역사를 설명하는
콘로이 박사(Dr. Conroy)의 발표는 20여년 전 나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그 수업시간의 장면을 다시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혹자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펜허스트(Pennhurst)든지 윌로우브룩(Willowbrook)이
든지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인 (한국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 40년이면 강
산이 네 번이나 변할 만큼 오랜 시간이다!) 1970년대 미국의 시설문제를 2015년의 한국에서 불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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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말이다.
물론 지금의 한국이 1970년대의 미국처럼 대형시설의 야만적이며 반인권적인 행태가 비슷한 수
준에서 일상적으로 횡행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크고 작은 시설 비리와 시설의 인권
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던 가운데서도 한국의 시설규모는 작아졌고, 최소한의 서비스 기
준이 마련되었으며, 시설거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나름의 노력도 없지 않았다. 그렇다
면 이렇게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인권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사실 한국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문제가 사회 운동차원에서 제기된 것은 새천년을 맞이한 이후
의 일이지만 1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시대적 과제로서 사회에 전면적으로 떠오른 적은 없다.
그리고 그 사이 한국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십여개 이상의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고,
작년에는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어 몇 일전인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0년대 이전이 장애인
권리의 암흑기였다면 새천년 이후 한국은 바야흐로 장애인의 권리가 본격적으로 수립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수가 매년 늘어나는 “반-탈시설”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권리의 확대와 시설화의 가속이라는 이 모순의 방정식을 풀어낼 해답이 필요
하며, 변화된 장애인복지의 지형 위에서 탈시설의 문제를 새롭게 조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에 놓여있다.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거주’를 주제로 한 이번 국제포럼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해결해야할 방정식이 일차방정식인지 이차방정식인지 아
니면 고차의 방정식인지를 가늠할 수는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의 탈시설 운동이 얼마나 오래전에 혹은 최근에 일어났는가가 아니다. 그것이
100년 전의 일이던 50년 전의 일이던 외국의 탈시설화의 역사와 경험을 통해 과연 우리가 어떤 교
훈과 시사점을 얻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콘로이 박사(Dr. Conroy)의 발표
가운데 몇 몇 중요한 논점들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한다.

몸 말
1. 시설(institutions)과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개념
그리고 탈시설 운동의 미래 전략
먼저 콘로이 박사(Dr. Conroy)가 발표한 펜허스트 종단 연구의 대상인 펜허스트 시설의 명칭에
주목해보도록 하자. 이 시설의 이름은 “Pennhurst State School and Hospital”이다. 우리말로 “펜허스
트 주립 학교 및 병원”이다. 앞서 언급했던 윌로우부룩 시설의 명칭도 “Willowbroook State School”
즉, “윌로우부룩 주립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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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이라고 하면 흔히 “~원”이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시설의 이름에는 “~학교”나 “~병원”이 붙는다. 이 이름의 차이는 단지 이름의 차이가 아
니다. 이는 시설에 대한 양국의 개념차를 그대로 드러낸다.
미국에서 시설은 교육 및 의료의 영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달리 표현한다면 미국
의 시설은 특수학교와 정신병원의 기능을 합쳐 놓은 것으로 (혹은 그러한 합쳐진 기능을 기대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탈시설화는 특수학교 요소의 탈시설화와 정신병원 요소의 탈시설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탈시설이 대부분 성인 장애인에 국한되어 논의
되고 다루어져왔음을 상기할 때 학교라는 명칭은 미국에서 탈시설의 주요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
되어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특수학교 요소의 탈시설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곧 분리교육의 철폐와 통
합교육 체계의 구축을 뜻한다. 미국에서 탈시설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1970년대에 전장애아교
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of 1975)의 제정을 통해 “최소 제한의 교육환경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즉 분리교육(segregation)이 아닌 통합교육(integration)을 장애아동 교
육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장애아동의 탈시설이 특수학교의 폐쇄와 통합교육 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진 미국의 경험이 한국
에서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앞서 한국이 장애인 권리의 확대와 시설 증가라는 모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장애아동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히 같은 구도의 모순이 지속
되어 왔다.
외국의 장애아동 교육체계 변화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도 통합교육을 수용한지 이미 20년이
넘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이 법정 용어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1994
년부터 통합교육을 법정 용어로 규정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특수학교는 폐쇄되기는커녕
오히려 꾸준히 증가해왔고, 여전히 전체 장애아동 교육예산의 50%를 쓰고 있다. 장애아동의 탈시설
이라는 경험의 유무가 미국과 한국에서 특수학교의 운명을 갈라놓았다고 한다면 지나친 단정일까?
특수학교 요소에 이어 정신병원 요소라는 측면에서 탈시설을 개념적으로 접근해본다면 이는 장
애유형과 관련성을 띄게 된다. 콘로이 박사(Dr. Conroy)도 발표에서 정신장애 영역의 탈시설화 경험
을 언급했듯이 미국에서 탈시설의 문제는 발달장애인 못지않게 정신장애인의 문제로도 중요하게 다
루어져왔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상의 정의에 따르자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포괄하는 “정신
적 장애인”의 문제로 미국에서는 탈시설에 접근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탈시설의 주 대상이 지체장애인(뇌성마비 장애인)이었고 최근
들어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탈시설

(deinstitutionalization)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탈원화(de-hospitalization)라는 별도의
용어를 선호해왔다. 미국에서 정신병원 = 시설인 반면 한국에서는 병원 ≠ 시설로 개념화되어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미국의 탈시설화 논의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장애아동과 교육 그리고 정신
장애인과 병원의 문제를 배제하고 주로 성인 뇌성마비 장애인과 성인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그 범
위를 좁혀서 탈시설을 바라봐 왔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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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의 탈시설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처럼 성인 뇌
성마비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문제로 좁혀서 집중적으로 해결방안과 지원책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인가? 아니면 특수학교 폐쇄와 대형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의 폐쇄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탈시설 운동을 (그리하여 예를 들어 용어도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에서 반시설화
(anti-institutionalization)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임) 조직하여 전개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될 것인가?

2. 무엇이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에 긍정적 결과를 낳았는가?
콘로이 박사(Dr. Conroy)가 펜허스트 종단연구에서 찾아낸 결론을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발달장
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할 때보다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때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근거로 적응행동의 증진이나 도전적 행동의 감소, 가족
들이 긍정적 반응,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반응, 그리고 삶의 질을 반영하는 다른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결과가 단지 펜허스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에 수행된 비슷한 연
구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남으로써 미국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생활이 삶의 질 측면
에서도 또한 비용의 측면에서도 매우 훌륭한 정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연구가 1978년에 시작되어 1992년까지 장장 14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유사한 연구들에서도 5,6년 간의 종단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부러운 일
이다.
그런데 펜허스트 종단 연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측정된 시기가 1978년에 최초로 시작되고 이어 두 번째 측정은 5년 뒤인 1983년에 수행
되었으며, 이후 1986년까지 해마다 측정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펜허스트 연구의 결과처럼 탈시설과 지역사회 생활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증진시켰다
면 그것은 1978년의 최초의 측정과 1983년의 두 번째 측정 사이의 적어도 5년 동안 발달장애인들
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 전에 잠시 콘로이 박사(Dr. Conroy)가 언급한 정신장애
인의 탈시설화 경험을 상기해보도록 하자. 콘로이 박사(Dr. Conroy)는 최초에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프로젝트인 펜허스트 “실험”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왜냐하면 이미 1950년대와 60년대에 활
발하게 전개되었던 정신장애인의 탈시설이 철저한 실패로 귀결된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를
콘로이 박사(Dr. Conroy)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의 배신”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각각의 경우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실패와 커다란 성공을
낳았는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콘로이 박사(Dr. Conroy)가 적절히 해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하자면 이 둘의 차이는 탈시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탈시설 후의 지역사회 지원체
계의 유무에서 갈렸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981년 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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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연방과 주의 건강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웨이버 프로그램(The Medicaid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HCBS)
waiver program”을 개시한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HCBS 웨이버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까지 메디케이드를 통한 장기 돌봄 서비스는 오직 시
설의 거주자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웨이버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발달장애인이 탈시설
후에도 (적어도 시설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수준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었다.
이 HCBS 웨이버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자 범위에 노인과
지체 장애인, HIV/AIDS, 지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외상성 뇌손상(TBI), 건강 취약 아동 및 의료
기 의존 아동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지만 정신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결국 탈
시설 후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물적ㆍ인적 토대가 1980년대 초반에 갖추어지면
서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공적인 탈시설의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메디케이드의 HCBS 웨이버 프로그램과 더불어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에 “보충적 소득
보장 프로그램(Supplemental Security Income Program, SSI)”이 개시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을
해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세금을 낸 사람만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미국의 일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제도와 달리 SSI는 무기여 소득보장 제도로서 일정한 수입 이하의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매
달 일정액을 (2015년 기준으로 개인 733달러, 부부 1,100달러) 지급한다.
1950년대와 60년대, HCBS 웨이버 프로그램도 SSI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신장
애인의 탈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탈시설 이후의 과제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HCBS
웨이버 프로그램이나 SSI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한 한국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은 이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도화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며,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도 20여만원 남짓의 장애인연금만이 지급될 뿐이다. 그리고 무
엇보다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기본적인 사회보장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부양의무제가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조건을 미국과 비교해본다면 한국은 1980년대 미국의 발달장애인이 처한 조건이라
기 보다는 오히려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의 정신장애인이 처해 있던 현실조건에 더 가까운 것으
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현 시점에서 어떤 탈시설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3. 미국의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프로그램에서 얻는 시사점들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촉진시키는 전략은 두 가지 방향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발달
장애인이 가능한 시설에 입소하지 않도록 하는 입소 단계의 장치가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입소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로 탈시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첫 번째 입소 단계의 장치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네브라스카(Nebraska) 주나 뉴저지(New
Jersey)주 등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입소전(preadmiss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입소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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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목적은 시설 입소 이외에 다른 선택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거나 시설에 입소를 한다고 해도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입소전 프로그램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적어도 보호자와 시설 사
이에서 발달장애인의 입소가 결정되는 현재의 입소 절차는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시
설 입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공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번째로 시설 입소 중인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미국에서는 시설에서 생활
하고 있는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로 이주해 살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선별해
내는 도구와 절차를 수립해놓고 운영하는 주들이 있다. 한국에서도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와 지
역사회 지원, 주거와 고용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탈시설 후보자를 선별해내고 이후 지역사회 정착
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업무
는 향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여기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지역사회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의 결과는 가
족의 돌봄부담 증가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귀결된다. 비록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나은 환경을 만들어왔지만 미국 내에서도 HCBS 웨이버 프로그램의
긴 대기자 명단은 발달장애인 탈시설의 주요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래 슬라이드는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 협회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의 CEO인 나이그렌 박사(DR. Nygren)가 지난달 10월에 한국을 방
문했을 때 발표한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
이 슬라이드는 가정 밖에서 공적인 주거지원을 받는 미국의 발달장애인은 63만5천명 정도인 반
면에 3백만명 이상의 대다수 발달장애인은 가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에서 가장 큰 장벽은 주거문제이다. 가정
밖 주거지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역사회 주
거지원 대책이 세워지기 전까지 탈시설은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적어도 두 가지 방향에서 정
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지금처럼 정부가 저소득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를 지원하
는 반-탈시설화의 정책을 쓰기보다는 같은 장애인이 시설생활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가지고 지역사
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의 “돈이 사람을 쫓아가는 정책(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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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s the Person Policies)”을 한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정 밖 주거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의 조건에서 거의 대다수의
발달장애인이 보호자(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발달장애인의 가족
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 적어도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자신의 일상적
인 삶을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적인 돌봄(care)과 휴식지원(respite
services)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오는 말
콘로이 박사(Dr. Conroy)가 발표한 펜허스트 종단연구는 발달장애인이 탈시설한 후에 지역사회
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이는 분명 한국의 발달장애인들에게 희망
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보다 나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탈시설이 만족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미국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탈시설 운동은 어떤 방향과 비전과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새천년
이후 빠르게 변화되어 온 장애인 복지환경과 권리지형 위에서 이제 한국의 탈시설 운동은 새로운
개념적 접근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
을 넘어 반시설(anti-institutionalization)로의 개념적 전환을 통하여 장애인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특수
학교와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까지 아우르는 반시설화의 사회적 전선을 크게 형성해내고, 탈시설
이라는 필요조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과 사회 참여라는 충분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원 프
로그램과 체계를 구축해내야 하는 해결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한편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설과 특수학교가 늘어나는, 이 권리와 반권리의 모순적 동시성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
탈시설은 언제나 진행형이다. 아마 단 한 곳의 수용시설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영원히 도달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 사회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시민권을 인정받는 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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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1

Lessons learned and implications derived from American history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Pennhurst State School and Hospital.

Chihun Kim (Korean Parents' Net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troduction
I still remember. In the middle of 1990s when I was studying in the U.S, I watched Geraldo
Rivera’s expose video (1972) about life in the Willowbrook State School and Christmas in Purgatory
(1966) during the class. The photos from the video brought me to a shock and astonishment.

<Photos from “Christmas in Purgatory”>
It shocked me that the U.S, which was believed by Koreans as “an advanced nation of human
rights” or “the heave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nother hell that inflicted “barbarous violence”
on man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ly a generation ago.
Now, twenty years later, Dr. Conroy’s presentation about America’s history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Pennhurst reminded me of what shocked me twenty years ago during the class.
Some of us may raise this question: whether it’s Pennhurst or Willowbrook, it was four decades
ago (In Korea, there is a saying that a decade can change rivers and mountains. Four decades is a
long enough time to change rivers and mountains four times!). As such, why do we have to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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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70s’ institutional issues in the U.S. now in the year of 2015 in Korea?
Of course, current Korean institutions may no longer use such barbaric and anti-human rights
spirited way of controlling people, which had been exercised in some of large American institutions in
the 1970s; with major and minor corruptions and human right infringements that were reported in
the news, institutions became smaller, service standards were established, and other efforts were made
to protect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in institutions. If it is true that physical
environment of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f those living in institutions are being improved
gradually, what significance does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hold in Korea?
In fact, it was after the new millennium when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ecame an issue at the level of grassroots social movement. Even so, it is only in these recent years
that we are paying attention to this issue, which is long overdue.
In the mean time,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more than ten other laws were newly
enacted in Korea.「The Ac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was enacted last year and was
implemented on November 21st this year. If we call the year of 2000 as the dark era of 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we certainly are living in the era wher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protected and ensured to the fullest since the new millennium.
On the other hand, the numbers of institutions and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such
institutions are both growing and the "anti-deinstitutionalization" phenomenon is occurring at the
same time.
Korean society needs a solution to resolve this contradictory equation between progresses on
human rights and acceleration of institutionalization. We are at a critical juncture to shed a new
light on the deinstitutionalization issue and to search for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transformed
concepts of social protection and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is international forum, which is held on the theme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community living,’ we may not be able to find an answer. However, I
surely believe that at the very least, this forum will help us realize what kind of equation we must
solve and how complicated it is.
What matters is not how long ago deinstitutionalization in other nations started. Regardless of
how many years since it has taken place in those nations, what is important ultimately is what we
can learn from their experience and history. In this respect, I would like to discuss several key points
that come up throughout Dr. Conroy's presentation.

토론 1. 펜허스트(Pennhurst)와 미국의 탈시설화 역사에서 읽는 교훈과 시사점

311

Body
1. Concept of institutions and deinstitutionalization, and future strategy
of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First of all, let us take a look at the name of Pennhurst, which was the target of the
longitudinal study presented by Dr. Conroy. Its official name is “Pennhurst State School and Hospital.”
Similarly, the full and official name of Willowbrook (mentioned earlier) is “Willowbrook State School.”
In Korea,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called XX "won" or XX's "jeeb,"
each implying, more or less, a big house with a large numbers of people living in it. In America
however, what follows after the names of institutions are usually XX "school" or XX "hospital." One
is making a big mistake if he/she thinks how we call these institutions is not anything more than
mere differences in names; they reveals how each nation conceptualizes such institutions.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merica are closely related to the education and medical
treatment. In other words, such institutions in the U.S. have the combined functions of a school that
offers special education and a mental hospital (and/or they are expected to serve both of these
functions).
Therefore, deinstitutionalization in the U.S. have been pursued in two different directions,
namely deinstitutionalization from special school functions and mental hospital functions. Considering
the fact that de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have been discussed and addressed by mainly focusing on
adults with disabilities, we may receive a clue as to why institutions in America are followed by the
reference of "schools," which is to say that the major targets of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e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at does deinstitutionalization of a special school function mean? That means the abolishment of
segregated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inclusive education. In the 1970s when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was actively pursued, 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of 1975' was provided
to define "the least restrictiv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o set integration, not segregation, as a basic
principle for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is is not a coincidence.
The American experience includes deinstitutionaliz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ich led to
the abolishment of special schools and the establishment of inclusive education. Compared to this,
deinstitutionalization process in Korea has been unfolded very differently. Earlier I mentioned that we
are living in the era of contradiction wher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expanded
while the number of institutions is also on the rise. The same kind of contradiction is continuously
maintained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fluenced by changes in education syste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other nations, Korea has
accepted inclusive education for the past twenty years. Although inclusive education is not a legal term
in the U.S., Korea even designated inclusive education as the legal term in the year of 1994. Desp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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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dvancement, special schools in Korea are not closed; on the contrary, the figure has been kept on
increasing. Furthermore, special schools account for 50% of the total education budge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is fact, we may say that the existence of experience in deinstitutionaliz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s divided the fates of special schools in the U.S. and Korea.
Now, let us take a closer look at deinstitution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ental hospital
function. It has relevancy with types of disabilities. As Dr. Conroy mentioned the experience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in his presentation, the U.S. considered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s important as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deed, America approached deinstitution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that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included persons with both psychiatric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provided in the Korea’s 「Welfare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ontrast, the main targets of de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were mentally challenged persons
(due to cerebral palsy). Recently however,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being pursued. In case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rather than broadly
applying the term 'deinstitutionalization,' a separate term ' de-hospitalization' has been preferred in
Korea. Whereas a mental hospital is taken to be the same as an institution in America, a mental
hospital and a residential institution are considered to be distinct.
So far, I have pointed out that unlike America’s deinstitutionalization, de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is limited in its scope by focusing on adul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due to cerebral palsy, thereby excluding the matters regarding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nd hospitalization.
What direction should Korea’s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take? Will it be desirable to find
solutions and supportive measures exclusively focusing on adults with disabilities due to cerebral palsy
and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we have done up to now? Or, will it be desirable to
launch and operate a more comprehensive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which includes closures of
special schools, large-sized mental hospitals and psychiatric facilities? (We could even

consider using

the term 'anti-institutionalization' instead of 'deinstitutionalization.')

2. What factors in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rought about positive results?
If we put Dr. Conroy’s conclusion from the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simply, it can be
summarized tha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have a better life when living in the
community after deinstitutionalization. Various elements that reflects the quality of life were
measured: improvement of adaptive behaviors, reduction of challenging behaviors, positiv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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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ir families, responses from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o on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not limited to the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similar studies
conducted in other American states showed similar results. This proves that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community living was a great policy, not only in terms of
the quality of life but also the costs associated with it.
Surprisingly, this study began in 1978 and continued until 1992 for fourteen years. It is
commendable that for studies of similar kinds, longitudinal studies have been commonly conducted for
five or six years, at the very least.
If we take a closer look at the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the year to start measuring various
element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1978. The
second measurement was conducted in 1983, five years later. After that, the measurement was carried
out every year until 1986.
As evidenced by the result of the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if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living had improved quality of life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could be
attributed to the period of five years between the initial measurement in 1978 and the second
measurement in 1983. What happened during these five years?
Before sharing my own opinion about this, let me remind you of what Dr. Conroy mentioned
about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t the very beginning, Dr.
Conroy expected that Pennhurst “experiment,” the deinstitutionalization project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ould fail. This was because he had observed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 1950s and 60s ending up with a crushing failure. Dr. Conroy
called this, “betrayal of the nation against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n, raise a question as to what caused a failure in one case and
success in another, with respect to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psychiatric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Dr. Conroy, I am sure, can provide an answer to this question. If I may
add my opin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deinstitutionalization projects does not lie in the
deinstitutionalization process itself; the difference was from the existence of support system in the
local community. To be more specific, I believe the critical difference was the fact that the federal
government and Medicaid, America’s healthcare program, started “the Medicaid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HCBS) waiver program”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Social Security Act' in 1981.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HCBS waiver program, long-term care services based on Medicaid
were provided only to those living in institutions. Thankfully, this waiver program opened the doo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receive various services from the local community (at
least, the same level of services provided by institutions) after deinstitutionalization.
We should note that this HCBS waiver program’s beneficiaries include various social groups, such
as the elderly,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persons suffering from HIV/AIDS, person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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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persons with a Traumatic Brain Injury(TBI), children with
vulnerable health conditions and those relying on medical devices. And yet,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re not included here. In the early 1980s, material resources and manpower were established
to suppor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living in local communities after deinstitutionalization. That is to
say, in cas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upport system has brought about successful
results of deinstitutionalization.
In addition to the HCBS waiver program from Medicai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Program
(SSI) was introduced in the middle of 1970s in America.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is. Unlike
American Social Security system in which only those who work and pay social security taxes can be
the beneficiaries, SSI is a system to supplement incomes for those who do not contribute to the social
security taxes. Supplementary income is provid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with
incomes below a certain level on a monthly basis (as of the year of 2015, USD 733 per individual
and USD 1,100 per a couple).
If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 the 1950s and 60s had a success
without HCBS waiver program or SSI program, that would have been, all the more, a surprising result.
The remaining task after deinstitutionalization, which consists of the establishment of material
resources and manpower in the communities, reminds us of Korea’s current situation, without any
support system like America’s HCBS waiver program and SSI program.
In Korea, we are now pursuing, within a personal assistance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 provision of day programs and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regards to
the income supplementation, about 200,000 won worth pens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provided at the moment. What is even worse, the dependent requirement in Korea that mandatorily
asks a family member to support a person with disability is still maintained. As such, an adul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excluded from being eligible to receive the social security benefit if his or
her parents has a certain level of income.
When comparing the situation of Korea with that of America, Korea's current situation closely
resembles to the reality of Americans with mental disabilities in the 1950s and 60s, rather than
America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1980s. If so, what kind of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should Korea take at this time?

3. Implications derived from America’s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community support system
The strategy to promote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eeds to
be considered in two directions. One is to preven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being
admitted to institutions as much as possible. The other one is to encourage person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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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re living in institutions to be deinstitutionalized and move back to
communities.
In regards to the first mechanism, several American states like Nebraska and New Jersey operate
a pre-admission program prior to a person being admitted to an in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pre-admission program is to find out whether other options are available and to minimize the period
of stay in an institution (when hospitalization is unvoidable).
It may be hard to apply this pre-admission program to Korea as-is. Howev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admission process where an institution and caregivers have the power to decide
an admission of a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is desirable to set up and operate a public
program to address the matters related to the admiss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condly, as a mechanism to encourage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me states in the U.S. have established mechanisms to screen and evalu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institutions, the potential candidates who can move out and live in
the community.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 systematic program to select appropriate
candidates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d systematically support their community living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needs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vailable community support,
residential homes and employment. I believe that community centers, once established, are most
suitable for carrying out this task.
In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where the absence of the available community support system is
obvious,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ll be only bring one
expected outcome, that is to say, an increase of burden on family members to take care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en it comes to available services in the communities,
America is much more advanced than Korea. But a long waiting list for the HCBS waiver program is
regarded as a major challenge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elow slide is a part of the materials Dr. Nygren, the CEO of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 presented during his visit to Korea in October this
year.
The slide shows the reality where only 635,000 America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provided with publically funded residential homes. However, the majority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ich is more than 3 millions, are still relying the resources of their
families for their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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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t is the case in America, the biggest challenge to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housing. Due to the huge amounts of budget it requires, gathering up
the residential support syste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order for them to live
separately from their families is not easy. Should we then give up our efforts to deinstitutionaliz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til appropriate residential support measures are set up by
local communities? I believe that policy efforts must be made in two different directions.
The first one 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spend the entire budget allocated for
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community living, instead of paying for the costs of
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with a low income.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more actively America’s ‘Money follows the person
policies.’
Additionally, if we admit the reality at-is where the majority of Korea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e with their caregivers (mostly parents) in their homes, without any other residential
alternativ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provide a stronger support system for famili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ensure that the famili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can live their daily lives without much burdens or interruptions, publically-funded care and
respite services must be provided to the families with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nclusion
The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presented by Dr. Conroy shows that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e a better life in local communities after

persons with

deinstitutionalization. This can

become a beacon of hope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But there is the
important thing that we should not forget. To ensure that their lives are better in local communities
after deinstitutionalization, many elements must be fulfilled. Without the support system in place,
deinstitutionalization alone does not guarantee a satisfactory life. This is evidenced by the outcomes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in the U.S.

토론 1. 펜허스트(Pennhurst)와 미국의 탈시설화 역사에서 읽는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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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kind of vision and strategy should Korea’s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take then?
Based on the welfare environment and human right landscape which have been rapidly changing since
the new millenium, Korea’s 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 is at the critical juncture to provide new
conceptual approaches and visions and to establish future strategies. Ahead of us lies a big task to go
beyond deinstitutionalization and achieve conceptual evolution toward anti-institutionalization. We
need to create social consensus of anti-institutionalization that includes not only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also special schools, mental hospitals and mental healthcare institutions.
Also, we need to establish support programs and systems that meet not only necessary conditions of
deinstitutionalization but also sufficient conditions of living in local communities and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At the same time, Korean society must put an end to this contradictory co-existence of rights
and anti-rights, in which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is
effectuated at one corner while institutions and special schools are on the rise at the other corner.
Deinstitutionalization is always in progress. We may not be able to create a society whereby a
single institution does not exist. Even so, we must take steps toward such a goal. This is because
such society will be the place of civil rights where everyone, including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equally recognized and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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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영국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탈시설화 및 서비스에 대한 토론문

노석원(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1600년대 구빈법으로부터 시작되어온 영국의 장애인복지의 현재의 모습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
만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식적인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채 34년 밖에 안되는 한국의 장
애인복지현실을 돌아보면 엄청난 압축성장의 길을 걸어온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제도나 현상과 아울러 제도나 현상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회전반의 인식
까지 변화하기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흔히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보
여지는 법률이나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서 사회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 또한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의 근거 하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국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탈시설화에 대한 발
표를 들으면서 한국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탈시설화의 진행상황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1. 탈시설의 방향성 : 발제자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에서의 탈시설화의 전개과정은 시설생
활에서 지역사회케어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내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케어서비스로서 6-60인 사이의 소규모, 다양화된 시설에서의 삶의
과정을 거쳐서 1990년대부터는 발달장애인들을 자신의 집에서 지원하는 한결 더 일관성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른 생활지원서비스는 개인 및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지원을 맞춤화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온 것을 알수있다.
2. 한국의 경우 역시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이후 설치, 운영되어오던 장애인생활시설에 대
하여 2011년 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거주시설1)의 유형을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2), 중증장애인거
주시설3), 장애영유아거주시설4), 장애인단기거주시설5), 장애인공동생활가정6)으로 세분화하였으며,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
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중증장애인거주시설 z;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석지원,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
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보호자의 일시적 부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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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규모를 거주인원 30인 이하의 시설로 규정하여 소규모화를 진행하고 있다.

2. 탈시설의 요인 : 이와 같은 탈시설화의 요인은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영국의 경우와 크
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부측면에서 볼 때 기존 생활시설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담, 전문가 측면에서 볼 때 정상화 개념의 확산에 따른 문제제기, 그리고 당사자나 가족의
측면에서 볼 때 동, 서양 간 가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생활시설에서 간혹 발생되어왔던 시설이용
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등으로 인한 불안감의 증가 등의 원인이 탈시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앞
당긴 것으로 판단된다.

3. 탈시설과 관련한 법률 : 한국에서의 탈시설과 관련한 법률은 국내법만을 기준으로 본
다면 먼저 헌법을 들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제 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제58조 제 1항 제 1호에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서, 30인 이하의 소규모시설에서의 삶을
지원하고 있고, 동법 제 27조에서는 주택 보급과 관련하여 규정함으로서7)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의 삶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기위하여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활
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구현하고자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민법을 개정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특히 2013년부터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고자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도모하
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1월 21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요 서비스
내용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들의 거주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8)

4. 고용과 관련한 법률 : 장애인의 고용 및 노동과 관련한 법률로서는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 1항 제 3호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9) 동법 제
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 27조 제 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발달장애인법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 1항 제 3호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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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에 자금대여에 관한 규정, 제 42조에 생업지원에 관한 규정, 제 44조의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
제 46조에 고용촉진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장
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1990년 제정되었으며,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
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에는 중증장
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특별히 발달장애인법 제25조 제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
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
으며 제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
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
다.”고 규정함으로서 발달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직업재활 시설의 유형을 추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2014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인구대비 취업자비율이 지적장애인의 경우
26.34%로 나타난 반면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7.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0)
5. 한국에서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작년 2014년 5월
에 제정되어, 올해 11월 시행된다. 이는 2012년 발달장애인법이 새누리당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
의된 이후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시도 그리고 이에 공감한 정부의
제정 노력이 함께 한 결실이다. 발달장애인법의 시행으로 그 동안 장애인복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정
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발달장애인법에서는 개인별지원계획(제19조)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별지원계획은
장애인당사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장점과 강점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가능한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
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별지원계획은 일반적으로 PCP(Personal-Centered Plan)라 많이 불리는데 PCP의 발전
과정은 탈시설화 과정에서 탈시설화 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서
비스를 평가하고 연계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전하게 되었다(AAIDD). 발제문에서
는 탈시설화 과정에서의 거주 형태, 비용 등이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탈시설화 과정에서 발달장
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거주 이상의 것들이 요구되어진다. 실제로 신체 장애인과 감각장애인의 경우
는 그룹홈을 통해 자립생활 훈련을 한 후 자립을 하게 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그룹홈을 통해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10)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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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훈련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일상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다시 시설로 돌아가게 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론자는 탈시설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연계가 영국에서는 어떠한 발전
과정을 경험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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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

Discussion on Deinstitutionalization and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United Kingdom

Saucwon Roh (Executive Director, National Center for Disabled Childre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erms of current welfare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may not be fair to compare
the situation of Korea to that of the United Kingdom, which have begun with the Elizabeth Old
Poor Law since the 1600’s. Still, we can say that reflecting relatively short period of thirty-four
years since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established as statutory law in Korea,
we has pursued the road of compressed growth and drastic change.
Obviously, we will need a lot more time to bring real changes to systems or phenomena on the
surface, as well as to the overall social consciousness existing beneath those systems or phenomena, I
think that establishing legislations or systems first and transforming the entire social consciousness
through that is just as valid as any other ways.
Keeping this in mind, I would like draw our attention to presentations on the ongoing
deinstitutionalization proces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Britain in order to make
comparisons with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1. Directions of deinstitutionalization: From the British speaker’s presentation, we
can understand that deinstitutionalization process in United Kingdom has been evolved from residential
facilities to community care services, and from community care services to community living. Having
a closer look, it went through a small-sized and diversified institutions for people of six to sixty as a
community care service; since 1990’s, more consistent policies were introduced so as to provide
assistance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ir homes. The subsequent daily life assistance
services gave more focus on customizing supports, based on the needs of each individual and group.
2. In case of Korea, since the year of 1981 when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established,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d been created and
operated. Revised in 2011, types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11) were
11)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aking use of residential spaces, these facilities, for a certain period,
provide residential, medical, and other types oof support services to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difficult to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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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vid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residential facilities based on the types of disabilities12),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13), residential facilities for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14),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15), and group ho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16), and as for the size of facilities, we are proceeding to make them smaller
by limiting the number of residents with the maximum of thirty people per facility.

2. Factors which led to deinstitutionalization: It seems as though the factors
that are leading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are not so
different from the factors mentioned in the British case.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 there are
financial burdens for supporting existing residential facilities. From the experts' perspective, there are
issues subsequently raised by the spreaded concept of norm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their families, there are discrepancies in perceptions on families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societies, along with occasional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ose
liv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All of these factors have increased people's anxieties, which then have
encouraged the reform of systems towards deinstitutionalization.

3. Legislations related to deinstitutionalization: As for legislations relevant to
de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we can first refer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f we
were to consider domestic laws.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34 (1) provid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Clause (5) states that “Citizens who are incapable of
earning a livelihood due to a physical disability, disease, old age or other reason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Act.” Based on this, article 58 (1) No. 1 of the「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stipulates resident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doing so, it
provides supports for a life at a small-sized facility with thirty people or less, Likewise, Article 27 of
the same Act seeks measures to enable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 a place like home by
stating provisions related to housing supply17).
in an average home. At the same time, these facilities assist with community living.
12) Residential facilities by the types of disabilities : Allowing the usages of the persons with same or similar disabilities,
these facilities provide places of residence and assist with daily activities and community living. which are appropriate for
each disability type.
13) Residential facilities with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these facilities provide places of residence, assistance with daily
activities and with community living, and medical treatment to the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who require assistance
at all times.
14) Facilities where infants and children aged under six with disabilities are protected and provided with residential services,
assistance in daily activities and community living support, as well as medical treatment necessary for rehabilitation.
15)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acilities whereby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se caregiver
is absent for a temporary period and/or he/she, for any other reason, requires a short-term residence and assistance with
daily activities and community living services
16) Group ho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mall-sized residential facilities in the community wher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living together under the guidance of professionals in order to adjust oneself into society
17) Article 27 (Supply of Housing)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when building public housings and etc., endeavor to preferentially parcel out or rent such housing to person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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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in 2011, the 「Act on Personal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established
in support of those living in the community.
In 2007,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emedies to Guard Against the Infringement of Rights」 was introduced with the purpose of banning
discrimination on the ground of one’s disabilities. This is to realize inherent dignity and valu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actualization of equal rights and full participation in society.
In 2011, Civil Law was revised so that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being implemented, aiming
that a legal guardian appointed by the court assists, in the process of making decisions, those adults
who are considered to be lacking in mental capacity due to disabilities.
Particularly since 2013, in order to promote independent living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wish to us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public services of adult guardianship is
being conducted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dition, the「Act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Provision for Assistance」, which became effective as of 21st of November this year, provides
matters related to housings

as one of the important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18)

4. Legislations with regards to employment: For legislations related to
employment and the labou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8 (1) No. 3 (Protective/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s regulations regard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19). Article 41 is related to financial loan, article 42 is related to the
support for business, article 44 is related to the preferential purchase of the goods produced (by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ticle 46 i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employment.
In 1990, 「Act on the Promotion of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enacted in order to create conditions for rehabilitation and to promote welfare by
expanding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07, 「Special Act on the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Manufactured by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was introduced. Its purpose was to contribute to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ilities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severity of their disabilities.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for the supply and the improvement of housings suitable for the daily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include the subsidization of purchasing funds, rental funds, or renovation and repair expenses of the
maintenance of housings.)
18) Article 29 (residential facilities, assistance with daily activities, care services) of the 「Act on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①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shall draw necessary measures to provide supports for
residential facilities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19)「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Article 58 (1) No. 3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se are facilities where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unable to work under the normal work environment, can get vocational training or enjoy a working
life in a pre-arranged work environment, specially designed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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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y making preferential
purchases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whereby they employ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who are facing difficulties in securing a job against competition.
Specifically, Article 25(1) of the 「Acts o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vide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necessary measures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 that they can use, as much as possible, their full capacities and manage a vocational
life.” Article 25(2) of the same Act stipulates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an build
and operat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that offer specialized vocational training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order to support the vocational training appropriate for the abi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s article has laid a path for
permitting additional type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wher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work.
Despite such legislative supports, the reality is that the employment rate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significantly low.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current statu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14, the employment rate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overall population
stood at 26.34% while the rate for persons with autistic disabilities remained only at 7.93%20).
5. On May, 2014 in Korea, 「Act on Protection of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Provision of Assistance (herein after the 'Act o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established and it was enacted about a week ago this November. In 2012, 「Act o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proposed as the first bill by the 19th National Assembly
under Saenuri Party. Above Act of 2014 o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an outcome of
tireless legislative efforts made by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ir families, and the
government that emphasizes with the cause and responds to such efforts. Thanks to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egal foundation for support has been created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To be sure, welfare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d been developing; still, som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did not benefit from such policies.)
Under the 「Act o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at is included is the provision of
the individualized assistance or personal care plan (Article 19). The individual assistance plan is to
establish a plan customized to each individual, giving considerations into what a person with disability
wants, and what strength and advantages the person may possess. It then connects those individuals
to service delivery organizations which can achieve this plan.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customized plan can improve satisfaction level of the person who receives such a service since it
provides, as much as possible, the services based on his/her needs. Indeed, the individualized assistance
20) Research on current statu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in 2014), P.293, by Ministry of Welf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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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is a customer-focused service providing system in its own rights.
Such individualized assistance plan is often called, Personal-Centered Plan (PCP), PCP has been
developed in the process of assessing and linking to the customized social services for deinsttution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live in their local communities (AAIDD). Throughout Dr.
Woodin's presentation, types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 costs involved, etc. are mainly discussed. Ad
yet, what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quire, during the pro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afterwards, is more than a mere place to live. In fact, for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those with sensory disabilities, they often start living independently soon after completing independent
living training at a group home. Howev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y often end
up going back to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e absence of ongoing daily assistance, even after
completion of independent living training at a group home.
Therefore, I, as a discussant of the presentation on the British case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 raising some questions regarding evaluations on the services
provided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pro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services, and how linking particular services to specific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ve evolved and unfolded in 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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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한국의 발달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 ‘탈시설화’와 ‘탈시설’ 사이에서...

이지수(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숙경 교수님의 발표문은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그에 얽힌 다차원적 현황을 폭넓게 조사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탈시설 (운동/이념/정책/서비스)이 안고 있는 과
제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이 발표문을 통해서 토론자 역시 이 주제 전반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풍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논문이라 사료된다. 특히 <표9>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저해 요인을 거시차원, 중
위차원, 미시차원에서 세부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문헌연구와 함께 발표자의 풍부한 실천 경험
에 기초한 것으로, 이후 장애계가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준 발표자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
고자 한다.

1. 탈시설의 개념과 그에 따른 몇 가지 고민
발표자는 ‘탈시설’을 ‘탈시설화’와 개념적으로 구분하면서, 탈시설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좁게, 또는
상대적으로 넓게 보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좁고 엄격한 의미의 탈시설은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으로, ‘거주지 선택 및 이전 여부, 일상생활의 선택권을 당사자
가 행사할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설명한다. 상대적으로 넓은 개념의 ‘탈시설화’는 ‘시설을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시설을 개선하면서, 과도한 시설 수용을 막는 것’까지 탈시설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
는 것으로 ‘시설보호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현재 탈시설 운동
진영과 발표자 자신이 좁고 엄격한 의미의 탈시설 개념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에서
몇 가지 고민이 생긴다.

1) 그룹홈은 또 하나의 ‘시설’일 뿐인가.
이런 개념 구분 하에, 발표자 스스로도 그룹홈을 ‘탈시설’이 아닌 또 하나의 ‘시설’로 보아야 하
는지, ‘시설’과는 다른 거주 형태로서 ‘탈시설’의 범주에 속하는 하나의 거주 형태로 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토론자도 같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다. 그룹홈이 “결국 또 하나의 시설”로 비판받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발표자가 탈시설 개념을 굳이 탈시설화와 구분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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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을 장애인권 친화적으로 개편하고자하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사자의 선택
권을 제한하는 서비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시설은 양적으로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현실비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룹홈이 탈시설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당사
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룹홈에서 당사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모색할 때 ‘그룹홈’이라
는 거주 형태가 전적으로 부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부정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룹홈에서 당사자 선택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은 그룹홈의 어떤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그룹홈의 물리적 환경이 일반주택과 다르거나 일반 지역사회가 아니기 때문인가, ‘전문가’가 함께 기
거하기 때문인가, 발달장애인이 혼자 지내지 않고 모여 삶으로 인해 개인 선택의 제한이 불가피하기
때문인가, 그룹홈이 일방적으로 배치되어 ‘훈련’받는 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인가.
현재 많은 장애인 그룹홈은 비장애인들이 사는 동네에, 비장애인이 사는 집과 유사한 물리적 환
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물리적 환경’의 문제가 그룹홈이 “결국 또 하나의 시설”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는 아닐 것이다.
‘전문가’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많은 경우 그룹홈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의 욕구와 기능수준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문가가 함께 사는 정도는 당사자들의 욕구와 기능수준에 따라 조정가능한 것
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거주 지원방식으로 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의 동거가 곧
‘시설화’의 원인일 수는 없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사는 것이 문제인가? 사람은 ‘독립’도 원하지만 ‘상호의존’도 원한
다. 이것은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요즘
비혼이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비장애인들이 꿈꾸는 대안적인 삶의 모습이
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탈시설 운동이 유독 발달장애인에게는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닐 것이다.
현존하는 그룹홈이 ‘일방적’인 훈련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훈련 목적’ 역시 다양한 그룹홈의 한 방식일 수 있고 당사자들의 기능수준에 따라 불가피하거나 오
히려 당사자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룹홈의 무엇이 문제일까? 결국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 상호 존중의 문제, 공동생활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인권민감성과 의식수준의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장애인 그룹홈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비장
애 개인들도 늘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싶지만 그것이 타
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 역시 타인의 주도권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조정하고 타협한다. 비장애인의 일상적인 선택권
제한보다 더 심각하게, 즉,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인권 침해나 선택 제한의 문제가 발
생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대화하고 교육하여 의식수준을 높이고, 때로는 공권력에 의해 처벌하면서
다루어나가야 하는 문제이지, 그룹홈이라는 주거의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하는 문
제는 아닐 것이다.

토론 3. “
한국의 발달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에 대한 토론문 : ‘
탈시설화’
와‘
탈시설’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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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그룹홈이 ‘탈시설’이 아니라고 개념 규정하는 것은 발표자가 선호하는 탈시설의 개
념, 즉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 거주지 선택 및 이전 여부,
일상생활의 선택권을 당사자가 행사할 것’이라는 개념을 실현하는 것과 별 관련이 없거나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발표자의 ‘탈시설’ 개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룹홈이 부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다
양한 유형의 그룹홈, 즉, 전문가의 지원의 수준, 함께 살아가는 동료의 수, 일상생활에서 당사자들의
자기결정의 수준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룹홈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이런 다양한 주거형태
를 ‘그룹홈’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
은 공간으로서의 ‘그룹홈’으로 이를 표상하게 된다. 물론 당사자가 원해서 혼자 살아가는 장애인도
있겠지만). 다만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감수성을 어떻게 증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대규모 시설’은 해체되어야 하는가. / 해체될 수 있는가.
탈시설 개념에 따른 또 하나의 고민은 ‘대규모 시설’에 대한 것이다. 대규모 시설은 모두 해체되
어야 하는가? 이는 그룹홈이 그 형태 자체를 부정당하기 보다는 내용적인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시설도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다.
‘대규모 시설’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대규모 시설 안에서의 학대 및 인권침해,
‘감옥 같은 시설’을 염두에 둔다. 이런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쉽지 않은 문제는 인권침해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맹점에
도 불구하고 ‘대규모(그룹홈 보다는 크다는 의미에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발표문 2쪽에 소개된 미국일반회계국의 탈시설화 개념에서 언급된
“시설보호가 필요한 사람”, 9쪽에서 소개된 탈시설 욕구조사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절반
이상의 장애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만약 중증의 장애나 심각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와상상태
에 있는 분들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호’가 일차적인 욕구인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이들의 거주형태도 탈시설과 자립생활이어야 할까. 개인의 거주 선택권보다는 시설 안에서 보호받되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탈시설이 모든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안일 수는 없을 것 같다. 복지선진국에서 다양한 거주형태의 개발 및 설치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인 ‘거주시설’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이런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대규모시설을
가능한 한 소규모화하고 좀 더 인권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주시설 개편’ 작업이 어떤 장애인들에
게는 매우 필요한 작업일 수 있다.
이 문제는 또 발표자도 언급한 바 있듯이, 한국의 현실에서 대규모 시설의 해체가 가능할까 하
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외원단체에 의해 시작되어 민간에서 운영되다가, 법제도가 만들어지며 국가
예산지원과 관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주도권은 민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개인에
게 있고, 법인과 시설의 자산구조는 민간과 국가, 공공후원금이 뒤섞여 있으며, 운영예산은 정부로
부터 받는”다는 발표자의 설명은 한국의 시설이 갖는 독특성과 그것의

‘해체’가 어려운 이유를 잘

보여준다. 발표자도 지적한 ‘대규모 시설일수록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지원방식의 변경’이 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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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차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대규모 시설의 해체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에 대해 발표자는 ‘프리웰’의 예를 들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범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 사례를 만들어나가면
서, 해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종사자 고용연계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변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진행해 왔던 거주시설 개편 및
‘기능 전환’과는 다른, 대규모 시설의 ‘해체’인가?
결국 ‘탈시설’ 개념을 좀 더 좁고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발표자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여전히
‘대규모 시설’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일 것이고,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은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 기능의 수준, 가족의 상황, 욕구 등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거주의 형태가 가능해야 하고, 그 안에서 장애인의 삶을 규정하는 운영의 방식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당사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대규모시설을
비롯한 거주시설들도 이를 지향하여 변화해야 한다는 것일 듯하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그룹홈은
또 하나의 시설’, ‘대규모시설의 해체’라는 슬로건보다는 ‘다양한 그룹홈 모형의 개발과 운영방식의
개선’, ‘시설의 개편 또는 소규모화’, ‘인권친화적 시설 운영’을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상 ‘해체’할 것이 아니면서 그룹홈과 시설운영자들을 긴장시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전략적이지 않다.

3) 탈시설 운동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결국 탈시설 운동의 현실적 지향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당사자 선택권의 확장”으로 귀결될 수밖
에 없을 것 같다. 부연하면, 이용자의 욕구와 기능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형태가 가능하도
록 선택지를 늘리고 그 안에서 당사자의 선택권을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아직까지 (대규모)시설만이 선택지였다면 이제는 그룹홈과 자립홈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 더 나아가 좀 더 독립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장애인 거주정책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시설과 그룹홈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인권친화적이 되도록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서 탈시설 운동의 우선적인 표적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발표자
도 주장했듯이, 가장 우선적인 표적은 정부가 탈시설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로드맵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발표 논문 <표2>에서 보듯이, 2010년 이후에도 여전히 대형시설의 수가 계속 증가하
고 있다는 것, 그룹홈 거주 장애인이 전체 시설 거주 장애인의 9%에 불과하다는 자료는 사실 충격
적이다. 우리는 지금 ‘탈시설’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탈시설화’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인 운동의 표적은 대형시설의 신축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다음, 현존하는 시설의 개편을 통해 시설을 소규모화, 소숙사화 함으로써 ‘탈시설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새로운 거주형태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
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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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체계마련
발달장애인이 탈시설 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주장
에 동의한다.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의 과정은 매우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련의 과정으
로서 이는 또한 사례관리(=‘사례지원’?)가 필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이다.
특히 지금 발달장애인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이 발달장애인지원센
터의 개인별지원계획의 일부로 들어와야 하는 것인지,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계
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나 시설에서 나오려고 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
로는 이들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가 이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별지원계획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발표문에 따르면 장애유형별로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센터를, 시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을, 지체와 뇌병변장애인은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주로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
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사례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문제는 더
욱 복잡해진다.
중요한 것은 사례관리 체계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주로 하는 기관과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의뢰 및 모니터링을 위주로 하는 사례관리 조직과는 역할의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례관리 조직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들에게 발달장애인 지원을 의뢰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행·재정적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사례관리 기관으로서 자립생활
지원까지를 개인별 지원계획 안에 포괄하고 자립생활지원에 대해서는 자립생활센터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립생활
센터, 수화통역센터, 복지관 등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주로
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사례관리는 자립생활센터 등 별도의 사례관리
기관으로 분리시키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에서 제외시키
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현재의 전달체계 개편은
서비스의 통합성과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전자의 방식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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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3

Discussion on Current Issues and Trends in the Deinstitutionalis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outh Korea: Between Deinstitutionalisation
and Deinstitutionalising

Jeesoo Lee (Professor in Social Welfare, Kunsan University)

Based on the presentation by Dr. Park, current issues and trends in the deinstitutionalis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outh Korea such as its movements, principles, policies, and
services are presented through the detailed analysis and research on the deinstitutionalisation and its
multi-dimensional trend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s a debater, I also could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through the presentation. The current presentation could be a useful article and resource to
propose

numerou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mportant

and

urgent

issues

in

the

deinstitutionalisation and policy revision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pecifically, the
table 9 indicating macro, medium, and micro factors to prevent the deinstitutionalis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proposed on the basis of the presenter's practical hands-on
experiences with in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the table also could be utilized to improve the
deinstitutionalis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future.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data by the presenter, some of important discussions could be suggested as follows.

1. Concerns about concepts of the deinstitutionalisation and related issues
According to the presentation, the presenter proposed relatively comprehensive and strict concepts
on the deinstitutionalisation in order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deinstitutionalisation and
deinstitutionalising. The strict concept of the deinstitutionalisation such as moving from an institution
to the community emphasizes the self-determination b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choose daily activities and geographical places to live or move. However,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the deinstitutionalisation indicates that institutions could be basically maintained through improving
institutions and preventing excessive and large institutions. The presenter and disability activists clearly
support the strict definition of the deinstitutionalisation. For this, there are some concerns related to
th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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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 the group home considered as another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presenter's discussion, it seems that the presenter also does not
determine

or

is

concerned

whether

the

group

home

is

another

places

for

institutionalisation or a different living place from the institution. As a debater, I also
have a similar question as the presenter does.

The question is about major reasons why group home is criticized as another institution. The
presenter criticizes that there are not sufficient services for self-determination b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group home and that the total number of institutions has not been
decreased even though long-term efforts to increase consumer-friendly residential places in the
community. Similarly, even though the group home is seemed the same as the institution, the
presenter points out that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not fully
guaranteed even in the group home.
The reasons why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group home
is not fully guaranteed should be discussed because concept of the group home should be completely
revised in terms of the deinstitutionalis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at are
specific factors or reasons why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ld not
be fully guaranteed in the group home?
The following reasons such as different physical settings of the group home from regular
residential living places, co-living with professionals in the group home, group residential setting with
oth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prevent self-determination, or training purposes of the group
home should be discussed and explained.
Currently, the majority of group homes are located in the regular community and have similar
physical settings like living places for people without disabilities. Thus,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group home is not one of reasons why the group home is considered as an institution.
Professionals should be live together with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ue to functional
limitations and need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degree of professionals' assistance
can be adjusted depending on the functions and need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ypes of the group home can be differentiated on the basis of the degree. Thus, co-living with
professionals can not be a reason for the institutionalisation.
Is living with others problematic? People want both the independence and mutual relationships
with others. People without disabilities also want this and people with or without disabilities want to
live together with others who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and things especially in the modern
society where the number of nuclear families has been increased. Due to the current societal change,
the movement of deinstitutionalisation does not insist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live alone in the group home.
Is that problematic that the current group home setting is utilized as a place for the training?
Typically, the trainings can be also parts or types of the group home or are necessa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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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spensabl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uture improvement.
What are main problems in the group home setting? The relationships among people living
together in the group home, the mutual respects among people, reciprocal sensitivity to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major problems in the group home. The problems are
not onl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group home. Any individuals without disabilities living in
family have very similar problems. Any individual wants to expand his/her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however, it should not limit others' autonomy or self-determination; thus, people
usually experience conflicts with others, cooperate with others, and collaborate with others. If there
are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or greater limitation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a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in the group home, the training and education to improve the
awareness on disability should be implemented or the legal enforcible treatments or punishments
should be considered.
Repeatedly, the presenter's definition of the group home is not highly related to the general
definition of deinstitutionalisation, such as moving from large institutions to regular residential
community, exerting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b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order to formulate the presenter's definition, the types and diversity of the group home such as the
degree of professional's assistance, the number of people who live together, and the degree of
self-determination should become diverse rather than the decline of the current definition of the
group home. At this point, typically the group home represents small and family-friendly settings,
rather than large institution.

Additionally, there is a huge demand in improving the sensitivity to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the education and awareness programs
in the group home setting.

2) Should and can large institutions be dismantled?
Another concern regarding the concept of the deinstitutionalisation is about large institutions.
Should all of large institutions be dismantled? This question is also related to inner contents of the
institutions, not its structure which is similar to those of the group home.
In terms of removal of large institutions, the majority of people state that the exploitationor
human rights violation are problems in prison cell-like large institution environment. For these serious
and illegal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should take legal actions such as the close of institutions.
However, there might be som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require larger institutions
than group home even though the possibilities of illegal treatments can be increased. For this matte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require the institutional care in the United States on page
2 of the presentation an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re unable to express their own
opinions on page 9 of the presentation are examples of people who require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significant and profound disabilities or chronic illnesses who cannot express their
feelings or opinions or those who require long-term intensive care daily, the residential sett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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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eople may not be a group home or place of independent living. Rather than rights to
determine where to live, suitable services to maintain human rights and sufficient intensive care in
institutions may be more important. Deinstitutionalisation is not a complete alternative for all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s is a major reason why there are still traditional large residential
settings in advanced welfare states and countries even though diverse policies and servic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certain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minimization of
large institutions and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s could be important and necessary.
This question is specifically related to the possibilities of dismantling large institutions in South
Korea. Institutions in South Korea were typically and traditionally established and started from
external organizations, were managed by civic sectors, received public fundings from the government
on the basis of legal regulations. Also, its sources of budget include civic and public funds, grants,
subsidies, and others, which indicates extremely difficulties in dismantling institutions in South Korea.
As the presenter pointed out, there has been constant demand for dismantling larger institutions;
however, larger institutions are more likely to receive financial benefits and fundings from the
government based on current legal regulations in South Korea.
For a solution of this issue, the presenter suggested the model of Freewell as an alternative
through pilot and voluntary civic participat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new model,
alternatives related to the costs of dismantling institutions and transition of workers in institutions
should be also addressed. However, these alternative and model are examples of dismantling large
institutions different from previous attempts to revise and to improve large institutions in our
society?
Through the strict definition of deinstitutionalisation, the presenters pointed out that
governmental policies of deinstitutionalisation do not dismantle larger institutions. Through the
alternative, the presenter suggested that diverse types and services of living arrangemen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y member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meet their
needs and the circumstance of ensuring full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be formulated in the community-based settings.
Additionally, the presenter indicated that current large institutions and residential facilities should
be also improved. For effective strategic approach, diverse types and services of the group hom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group home, improvement of large institutions, minimization of larger
institutions, and increase of better environment to protect human rights could be better approaches
rather than the removal of institutions. It is not appropriate to keep emphasizing the removal of
institutions because institutions can not be actually or completely dismantled.

3) What does the deinstitutionalisation movement ask for?
Finally, major goals of the deinstitutionalisation movement are to improve and guarantee diverse
types of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b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urther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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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e environment where individual needs and reques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be met depending on levels of their functions and where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can be
more

guaranteed

should

be

implemented.

The

system

and

structure

which

can

support

community-based group home and independent home should be implemented and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the environments and policies to enhance more independent living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ditionally, rather than simply removing existing large institutions and
group homes,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ir environments to better maintain human rights.
There is a concern with major aims of deinstitutionalisation movement. As the presenter pointed
out, the government should take full responsibilities of deinstitutionalisation and of generating a road
map to the deinstitutionalisation. As the table 2 indicates, it is the staggering fact that the total
number of larger institutions has been increased since 2012 and that only 9 %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residing among total people in all residential facilities. We are talking
about the deinstitutionalisation; however, the current trends and facts do not indicate actual
deinstitutionalisation in South Korea. Thus, a first urgent goal of the deinstitutionalisation is to
prevent new construction of large institutions. Then, through the revision of current institutions, the
minimization of large institutions should be implemented to support the deinstitutionalisation. Finally,
new and diverse residential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new residential settings and supports.

2. Establishment of system for supporting the independent living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debater, I fully agree with the presenter's suggestions that systematic supports and service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independent living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ue to the
complexity of deinstitutionalisation and community-based living, the professional case management and
its services should be required for each case. However, there is a question how to implement the
supporting system for case management.
Specifically, prior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it
would be crucial to retain mutual and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the Support Center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support system. Concerns
regarding whether supports of deinstitutionalisation and independent living should be included as a
part of individualized budget plan of the Support Center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r
a independent individualized plan through independent living centers should be addressed.
For now, individualized support plans of the Support Center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ve been discussed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So far, there are no explicit explanations abou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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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in institutions or who want to move from institutions. However, because existing services and
policies for them are very similar to those for people living in the community, it might be possible
to include the services in individualized support plans.
Also, as the presentation indicates, each people with disabilities receive independent living services
from different facilities such as people with hearing disabilities from sign language centers, visual and
physical disabilities from local welfare centers, an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independent living centers. For the consideration of each different case, it would be much complicated
to formulate one case management structure and system.
More importantly, th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facilities for direct support and of facilities
for consultation and monitoring of services should be differentiated. For facilities of case
management, the facilities should have leg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to request servic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service providers and to monitor services.
There are two major alternatives. First, as a case management organization the Support Center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ludes the independent living services in the individualized
plan and establishes the system to connect independent living services with independent living
facilities and centers. For this, independent living centers, local welfare facilities, and sign language
centers will play roles in providing direct services related to independent living services. Second, case
management and services related to independent living should be transferred to direct service facilities
such as independent living centers and services through the Support Center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be excluded.
The current revision of service delivery system of individualized support plan through the Support
Center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ould improve the comprehensio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ervices. For considering this, it seems that the former is more desirable; however, more
research and discussion should be necessary for bette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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