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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미래포럼 총괄 분과
장애인정책 현황 진단과 전망

Ⅰ. 10년 후 장애인정책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 10년 후 장애인정책의 비전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자립의 미
래”구축임. 즉, 10년 후 장애인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장애인
의 권리에 기반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구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을 개발 및 시행하는 것임
○ 목표
- 현재 장애인 삶을 기준으로 10년 후 장애인 삶을 예측하고, 10년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삶의 격차를 1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없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
도록 함
* 장애인을 위한 별도 정책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만으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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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인정책의 국제 비교
1.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오늘날 장애인정책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은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임
- 정상화는 1960년대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
천의 원칙으로 제기된 이론으로 시설보호에 반대하며, 일상적인 생활 형태와
리듬을 강조하는 개념임(오혜경, 2009)
-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평등의 기초 위에서 사회의 부분이 되어 장애
인이 속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이익섭, 1993)
- 이들 이념은 인간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기본적 기준으로 전체한 개
념이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대변하는
것임
○ 최근 권리기반(RBA)에 의한 장애정책 패러다임은 사회적 모델과 소수집단 모
델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권 확보 정책으로서 의료적(개인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장애정책들과 그 정책수단과 목표 모두에서 확연히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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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기반의 정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막는 각종의 장벽들 즉, 장애인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차별적 기제들을 문제시하고 장애차별을 금지하는 새로
운 법적 수단을 요청함

2. 장애인정책의 국제적 흐름
1) UN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006)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임
- 동 협약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하여 장애의 개념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태도 등을 반영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을 둘
러싼 환경의 문제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학적 손상만을 근거로 장애를 규정
하는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억압, 차별로 인식하는 사회적 구성체
로서 장애를 규정하는 사회적 모델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동 협약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 접근권, 자립생활 등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제
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권리 보장이 더
욱 취약한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사항등도
규정하고 있음
- 동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18명의 전문가로 구성
된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협약을 비준한 각 당사국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보
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적절한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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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의 장애인 인권 주요 권고 사항(2008)
○ 대략 8천만-1억 2천만 장애인의 인권 촉진과 보호를 위해 유럽 회원국들에 의
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는 임무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
음. 하지만 국제연합이 제정한 협약의 인권표준(human rights standards in
UN Convention) 및 유럽의회의 장애액션플랜(Disability Action Plan)과 각
회원국들의 인권 표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회원국들은 이 차이를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 전제조건은
UN장애인권리협약(CRPD)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며, 전 회원국이 유럽의
회의 '장애액션 플랜 2006-2015(Disability Action Plan 2006-2015)'을 시행하
는 것임
- 이제는 장애인을 제도적인 보호, 의료재활, 사회보장 혜택의 문제를 아우르는
것으로 대상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3) 유럽연합 장애 전략 2010-2020(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
○ ‘유럽연합 장애 전략 2010-2020’은 2010년 11월 15일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2번
째 중장기 장애인정책 전략으로서, 장애인이 모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완
전히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동등
한 기회 제공을 부정하는 것은 곧 인권 침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동 전략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을 반영하여 유럽연합과 각 회원국들이
‘장애 없는 유럽(barrier-free Europe)'을 만들려는 목적 하에 수립된 계획이면
서, 동시에 유럽연합의 첫 번째 장애 전략인 ’유럽연합 장애액션 플랜
2003-2010(European Disability Action Plan 2003- 2010)‘의 후속 계획으로서
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
○ 구체적으로 동 전략은 각 회원국들의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 따른 국가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지침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향유를 위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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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물
을 철폐하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로서 우선순위 영역(① 접근성,
② 참여, ③ 평등 , ④ 고용, ⑤ 교육과 훈련, ⑥ 사회적 보호, ⑦ 건강, ⑧ 국
제 관계)에서의 정책 실행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음

3. 장애인정책의 국가별 비교1)
□ OECD 국가별 장애인구, 교육수준, 고용률, 빈곤률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 출현율
- 2000년대 후반 OECD국가(27개 국가)의 근로가능연령(20-64세) 장애출현율은
평균 13.8%로 한국의 장애인 출현율 6.0%에 비해 약 2.3배 높은 수준임
•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에스토니아 23.0%, 헝가리 22.1%,
덴마크 20.7%, 핀란드 20.5% 등임. 가장 낮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한국 6.0%, 멕시코 7.2%, 그리스 8.3% 등임
- 한국의 2014년 장애인 출현율은 5.59%로 2011년 5.61%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
였으나(전체 연령 기준), 장애인 수는 증가하였음. 그 이유는 인구 증가폭보다
장애인의 증가율이 낮기 때문으로,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교통사고의 감소 등
질환이나 사고와 같은 장애의 후천적 원인 발병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됨(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1)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인통계 연보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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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2000년대 후반)

주: p.272 참고
자료: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2014 장애인 통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교육수준
- OECD국가의 2000년대 후반 근로가능연령대 장애인 교육수준을 보면, 장애
인 중 저학력수준(ISCED 0-2)은 OECD 평균 38.6%로 비장애인의 22.2%에 비
해 16.4%p 높음.2) 국가별로는 포르투갈이 86.8%로 가장 높았으며, 슬로바키
아가 14.1%로 가장 낮은 수준임
- 한편 한국의 경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이 전
체의 약 40% 정도, 무학, 초졸 및 중졸이 전체의 약 56% 정도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

2) OECD 국가의 학력수준은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6)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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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ECD 각 국가별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단위: %)

구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호주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헝가리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캐나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미국
스웨덴
체코
독일
슬로바키아
OECD-25

장애인
86.8
69.1
67.4
65.3
62.1
46.5
44.7
44.7
42.3
39.8
39.6
39.1
32.7
32.0
29.7
29.3
28.2
27.4
27.0
25.5
25.3
21.0
20.3
19.8
19.4
18.7
14.1
38.6

비장애인
64.4
34.2
42.9
30.5
43.9
24.4
32.3
28.1
23.7
18.0
22.1
27.6
16.5
20.5
16.2
15.4
12.6
14.7
12.2
13.9
10.5
9.7
10.0
11.8
8.0
13.5
5.0
22.2

주: 1) 2000년대 후반 낮은 학력수준(상등중등교육 미만의 학업성취에 해당하는 저학력 수준(ISCED 0-2)을 가진 근
로가능연령 인구(20-64세)의 비율임
2) OECD-25는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자료: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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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
- 2000년대 후반 OECD국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43.6%로 비장애인 75.1%
의 58.1%수준에 불과함. 한국은 2000년대 후반 44.7%로 OECD국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 43.6%와 비슷한 수준임
-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인 국가들은 스웨덴 62.3%, 아
이슬란드 61.3% 등 이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비장애인과의 격차도 적음. 이
에 반해 폴란드 17.6%, 헝가리 31.7% 등의 국가들은 OECD국가 중 매우 낮은
고용률을 보이며, 비장애인과의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 OECD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단위: %)

구분
스웨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멕시코
스위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독일
포르투갈
캐나다
프랑스
영국
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호주
미국
벨기에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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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54.6
47.2
55.7
52.4
50.2
45.9
38.0
43.9
40.2
48.9
48.4
34.9
41.9
40.4
38.6
27.0

장애인
2000년대
53.6
60.2
50.1
49.7
60.4
51.8
43.8
49.1
42.1
44.7
47.1
48.5
48.7
54.4
32.8
35.1
43.9
25.5

200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
62.3
77.7
61.3
55.8
55.4
61.1
54.9
52.3
79.1
50.4
50.4
74.0
47.9
75.7
46.9
45.8
68.5
45.3
81.2
44.7
71.5
44.7
44.5
65.5
43.9
74.8
43.5
69.7
41.3
41.1
40.7
58.3
39.8
76.6
38.5
84.7
36.3
67.5
35.7
56.3

비장애인
2000년대
80.1
65.8
81.6
71.7
77.2
79.3
76.9
70.0
80.9
68.8
86.0
74.8
76.7
77.3
59.1
83.6
70.6
63.0

2000년대 후반
83.9
86.4
82.2
66.8
85.5
81.6
71.3
73.7
75.4
79.0
71.8
81.4
70.3
83.4
80.5
70.8
76.8
69.7
74.0
63.7
79.4
83.9
71.5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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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OECD-27

1990년대 중반
35.0
25.7
24.8
-

장애인
2000년대
31.7
33.6
21.0
-

200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
35.0
34.2
62.5
32.9
60.0
31.7
17.6
70.7
43.6
-

비장애인
2000년대
65.0
71.5
66.7
-

2000년대 후반
73.1
67.0
72.7
71.3
62.1
75.1

주: 1) OECD-27은 27개국의 고용률과 19개국의 대략 지난 10년간에 걸친 상대적인 고용률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
지 않은 평균을 말함(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2) 본 조사에서 근로가능연령은 20-64세 이며, 2000년대 후반 기준임
자료: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 빈곤율
- OECD 국가의 2000년대 중반 장애인 빈곤률은 평균 22.1%임
•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47.6%, 호주 44.7%, 아일랜
드 36.8%, 한국 35.6% 등임
•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는 스웨덴 10.4%, 노르웨이
10.8%, 네덜란드 11.5%로, 북유럽 국가들의 빈곤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OECD 국가별 장애인 빈곤율

주: 1) 2000년대 중반 근로가능연령(20-64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의 비율임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자료: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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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대비 장애인복지지출규모
-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2.19%로 한국의
0.49%에 비해 약 4.5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한국의 장애인복지지출은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일본의 장애인복지지출
1.0%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터키 0.28%, 멕시코 0.06%와 더불어 하위
권 수준임
-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출현율, 교육수준, 고용률, 빈곤율 및 장애인복지지출규
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향후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 정상화, 인권
증진 등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장
애인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그림 3] OECD 국가별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이며,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를 의미함
2) 현금급여(cash benefits)와 현물급여(benefits in kind)를 합한 수치임
3) 2011년 기준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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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 현황 및 과제
○ 2012년,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하였으며, 비전으로 “장
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제시하였음
- 핵심정책 영역은 (1)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2)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
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3)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4)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임
- 체계적인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을 2008년에 비준하였고 2014년 10월 3일에 최종
견해가 발표되었음
○ 현재 장애인 관련하여 11개 국정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핵심과제인 장
애등급제 개편,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주요 정책들의 남은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201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중점과제는 전달체계, 장애종합판정도구와 서비
스판정·연계체계, 장애인복지서비스 급여체계의 개편 등이 있음(보건복지부,
20163))
* 장애인 분야 핵심 국정과제, ‘17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14년 모형연구, ‘15년 주요부처, 지
자체, 장애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모형 마련
* 전국 6개 시군구와 연금공단 지사에서 1차 시범사업(‘15.6~‘15.12) 실시

- 6개 지자체(서울노원구·구로구, 인천남구, 천안시, 아산시, 완주군, 부산 해운
대구)
○ 첫째,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1차 시범사업은 기존 연금공단 중심의 체계
에 비해 공공 및 민간자원연계가 좀 더 강화되었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높다
할 수 있음. 하지만, 근본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희망복지
3) 보건복지부(2016). 장애인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연구 합동착수보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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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팀과 같은 보편적 전달체계가 아닌 장애인에게 특화된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이념적 합의가 필요함
○ 둘째, 장애종합판정도구는 장애등급제 폐지 후 구축하려고 하는 맞춤형 서비
스 지원체계의 출발점임. 장애유형 및 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들의 장애정도,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의 욕구와 서비스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총량이 결정되고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도록 종합판정도구
가 설계되어져야 할 것임. 또한 장기적으로는 종합판정 결과에 따라 장애인
개인별 서비스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간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셋째,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급여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점차
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선택권은 낮은 수준임. 기존 서비스
별 직접 신청을 통해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던 체계에서 한번
신청으로 종합판정을 통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
합판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 및 서비스별 제공기준, 통합적
제공을 위한 진입경로 개편 등 서비스 급여체계 개편 모형 개발이 필요함

2. 발달장애인지원법 실효성 확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5.11.21)
- 신체장애인과 다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의 보장, 범죄로부터
의 보호, 복지서비스 등의 제공 절차·방법 등 규정
* 지적·자폐성 장애 총 203천명 등록(전체장애인의 8.1%, ‘14.12월 기준)
* (예산) 발달장애인 직접 지원 예산 ‘15년 40억원 → ‘16년 94억원으로 74% 증가(발달장애
인지원센터 40억원, 행동발달증진센터 8억원 신규 확보)

○ 「발달장애인지원법」에는 복지부 이외에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추
진해야 할 과제들이 담겨 있음. 부처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함
○ 향후 관계부처의 정책들을 종합한 ‘발달장애인지원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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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 ‘13년 장애 2급까지 대상을 확대한 후, ‘15.6월부터는 장애 3급도 포함(장애인
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 ‘15.2.26.)한 이후 수급자 3,000여명 증가
* 대상자 확대 이후 수급자 3,000여명 증가 : 67,803명(‘15.6.) → 70,816명(‘15.9.)

○ 대상자 자격과 관련하여 현행 활동지원 대상은 1~3급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등급제 개편 등과 함께 지원 대상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
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활동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체계 강화와 함께 서비스 단가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
○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요구 등과 관련해서는 활동지원이 제공되지 않거나 곤
란한 심야시간(22시∼06시)에 활동보조인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복지부는 야간순회방문, 응급안전서비스 등의 돌봄서비
스 제공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마련과 관련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종류
를 확대하여 장애특성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한 개인별 맞춤형
이용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4.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 ‘14년 장애인연금 급여수준 및 대상 범위 확대(‘14.7.) 이후, 전방위적인 홍보․
신청독려 및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등 수급자 발굴 노력 지속
* 대상자 확대(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 → 70%), 기초급여 인상(9만9,100원 → 20만원)장애
인연금 예산(국고)(‘14년 4,660억원 → ‘15년 5,619억원)

○ ‘대통령 공약·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비용 보전을 위해 급여액
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의 일환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초
급여 인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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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장애인 인력 풀 확대,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사업주 인식개선, 사회보장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연계지점 확대, 관련부처(보
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기청 등) 협력체계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가구는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소득기반이 열악한 반면 의료비 등 장애
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이 크므로 상대적 빈곤율도 높음
* (장애인 취업자 비율(15세 이상)) ‘11년 35.5% → ‘14년 36.6%(‘14년 장애인실태조사)

- 전체 국민 취업자 비율 ‘14년 60.9%
* (장애인 월평균 임금) ‘14년 153만원(‘14년 장애인실태조사)

- 이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329만원(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14.6.)의 46.3% 수준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천원/월) : ‘11년 160.7천원/월 → ‘14년 164.2천원/월

- 추가비용은 의료비(40.2%)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교통비(15.6%), 보조기
구 구입·유지비(11.5%),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10.2%) 등의 순(‘14년 장애인
실태조사)
○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운영비 지원 강화, 설치·운영기준의 합리적 개
선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도 시급함

6. 장애인 건강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마련
○ 장애인 건강 관련 주요 통계
*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8%로
비장애인의 34.6%에 비해 19.8%p 낮았으며,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비장애인에 비
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14년 장애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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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보유) 조사대상 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장애
인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14년 장애인실태조사)

-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1.1%), 골관절염(23.2%), 당뇨병(19.6%), 요통
(13.0%) 순
* (연도별 진료비 추이(2002~2011년)) 장애인 총진료비는 ‘02년 1.2조원 → ‘11년 9.1조원으
로 약 7배 증가,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02년 125만원 ‘11년 362만원으로 약 3배 증가
(2013 장애인건강관리사업, 국립재활원)

- 동 기간 등록장애인 수는 약 2.4배 증가(‘02년 1,034,058명 → ‘11년 2,521,667명)

「장애인 총진료비 추이 (2002~20011년)」

○ 장애인의 복지 욕구 중 소득보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가장 높으나, 의료보
장에 대한 욕구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소득보장(38.5%), 의료보장(32.8%), 고용보장(8.5%) 순 (‘14년 장애인실태조사)
*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 : ‘05.(30.1%) → ‘11.(31.5%) → ‘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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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15.12.9) 등 장애
인 의료 보장에 대한 요구 구체화
○ 장애인 건강정책은 건강증진, 보건의료, 건강보험 등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기존 보건의료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또한 지역사회
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법상 규정된 지역장애인보
건의료센터를 기반으로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보건 및 복지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

Ⅲ. 인구변화, 기술발전을 고려한 장애인 정책의 미래 전망
1. 장애인 삶의 현재와 미래상
1) 장애인의 현재 삶
○ 고령화로 인한 노령 장애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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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현재 50대 이상 장애인이 73.2%임

- 2026년 50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44.8%로 2015년 33.5%에 비해 11.3% 증가가
예측됨

-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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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증가
- 전체 장애인의 증가율은 2011년 0%대였으며, 2012년부터는 감소하고 있으나,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첫째아를 출산한 모(母) 평균연령은 2010년 30.1세로 30세를 넘긴 이후 계속
높아져 2015년에는 31.2세임
○ 학령인구 감소
-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0년 이후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2015년 학교급 중에는 고등학교가 13.2명으로 가장 적음
<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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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가구원수 감소
- 가족 규모가 장기간 축소되면서 평균 가구원수는 1980년 4.5명에서 2010년에
는 2.7명으로 감소
< 가구원수별 구성비 >

○ 소비지출의 변화
- 소비지출 항목 중에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가 항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음
식·숙박’에 지출하는 비용은 201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계속
증가
- 가구에서 지출하는 ‘교육’ 비는 2010년까지 증가했지만 그 이후 계속 감소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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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구성비 >

○ 여가활용의 변화
- 2015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가시간에 주로 「TV 시청(69.9%)」을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휴식(50.8%)」,「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19.0%)」 등
으로 시간을 보냄
< 여가활용방법(복수응답) >
(단위 : %)

TV시청
69.9

문화
예술
관람
16.5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스포츠
관람
활동

2.8

4.3

13.4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11.1

19.0

취미
자기
개발
활동
14.7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50.8

11.3

2.1

- 장애인의 여가활동은 TV 시청이 96%로 나타남
감상･
관람
(연극,
영화
등)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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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시
청 컴퓨터
(유선 또는
방송, 인터넷
비디오 활용
포함)
96.0

29.1

승부
놀이
(바둑,
당구,
경마
등)

창작적
취미
(미술,
서예,
글쓰기,
악기
연주
등)

독서,
신문
이나
잡지
읽기

스포츠
(축구,
테니스,
수영
등)

학습
활동
(영어,
한문,
교양
강좌
등)

사회
(자원)
봉사
활동

5.6

4.0

25.0

9.5

3.9

3.9

여행 사교 일
(관광, (친구,
등산, 친척
낚시, 만남,
하이킹 모임
등)
등)
9.8

56.1

해외
여행
(지난
1년
동안)
3.9

가족
관련 일 가사
(외식, 잡일 휴식 기
쇼핑, (장보기 (사우 타
주말 포함) 나 등)
농장
등)
34.1

58.5

29.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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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사회의 변화4)
○ 10년 후 한국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10대 이슈

4) “10년 후 대한민국 –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2016. 4. 15,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위원회, KISTEP,
KAIST”를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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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이슈와 다른 이슈와의 연관 관계

○ 글로벌 이슈와의 비교
- 세계경제포럼(WE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등 주요 해외기관이 도출한 글로벌 이슈와 우리나라가 도출한 이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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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ICT 기반의 미래 유망 10대 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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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장애인 삶의 주요 변화상
○ 인구의 38%가 장애인 가능
- 고령자의 비율 증가와 함께 고령 장애인 증가
○ 과학기술·ICT(건강수명 증진 서비스 중심)를 기반으로 한 장애의 기준 변경
- 장애인이 보조적 수단(과학기술·ICT)을 활용할 경우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
움이 없을 경우 장애가 아닌 보조적 수단의 이용자가 됨
- 신체적 장애인의 감소 및 정신적 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의
증가
○ 이동권 문제의 해결 시작
- 무인 네트워크 운송 서비스(자율주행자동차)를 기반으로 운전의 개념이 이
동의 개념으로 변경되고,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개념을 통해 이동권 해결(무
인 택시)
○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의 확대
- 소득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의 확대
○ 저성장에 따른 복지재원 확보의 어려움

2. 장애인 정책의 미래 전망
1) 장애유형 포괄적 전망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위원회는 문헌 및 데이터 분석으로 미래 이슈와 미래사회
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첫째, 사회문화의 변화: 획일화 사회의 극복, 불평등 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
- 둘째, 산업 경제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 지속가능한 산업생
태계, 인공지능의 발전과 미래사회
- 셋째, 삶의 환경변화: 기후변화, 대형시스템의 안전성, 스마트 환경과 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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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장애인정책의 미래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1) 사회문화의 변화: 획일화 사회의 극복, 불평등 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
○ 획일화 사회는 빠른 경제성장의 원동력일 수 있었음. 장애인정책 또한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도입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
스제도 등 미국과 일본만 비교해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장애인의 권리증진
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획일화된 정책들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
키지 못하기에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그로 인한 장애인당사자의 체감적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음. 또한, 나이·성별·직위 등을 바탕으로 한 위계화 질
서를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는 장애여성의 이중적 차별을 가중시켰
고 집단문화는 나와 다른 이를 포용하지 못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을 만들었음. 그리고 소득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권리들을 ‘복지충(虫)’이라 비하하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음
○ 결국은 획일적, 물리적 통합보다 ‘다양성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Universal
Design, 즉 장애 포용적 정책이 필요함. 당연히 장애정책에는 장애등급제라는
획일화된 제도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형포괄적 장애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하며, 건강, 교육, 문화, 체육,
고용 등의 정책에 성인지제도와 같은 장애인지예산에 대한 정책이 고려되어
야 할 것임
○ 결국 우리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노동인구의 전세계적이동으로 나
타나는 다문화사회, 소득양극화로 인한 보편적 복지 확대 요구가 나타날 것이
기에 구성원간의 이해 조정과 결과적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 차별금지제도와
함께 다양성 존중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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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경제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
계, 인공지능의 발전과 미래사회
○ 과학기술의 발전이 장애인을 신체적 구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
에 대한 대답은 위의 소득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
다임. 현재 정부가 보조기기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투자해도 개발된 첨단
보조기기를 장애인당사자에게 보급할 예산에는 투입하지 않는다면, 구입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음. 장애인의 보장구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불평등은 계속됨
○ 현재 전동휠체어 보장구 지급 급여의 기준이 10년 전과 동일 한 수준에서 10
년 후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발전은 장애인이 가
지는 공간적 제한을 축소시킬 것임. 모바일 기기와 사물인터넷은 장애인의 정
보접근성을 월등히 높여줄 것임. 이 또한 기기 자체가 유니버셜적이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많으나 숟가락을 들지 못해 배를 채울 수 없게 됨. 이런
점이 ICT기술 발전에 고려되지 않으면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격차만 심화될
뿐임
○ 동시대적이지 못한 접근은 인간미가 강조될 미래사회에서 장애인의 경쟁력만
약화시킴. 2010년 스마트폰 보급율이 높아질 때 가장 늦게 스마트폰을 이용하
게 된 계층이 장애인임. 고가의 기계와 뇌성마비 등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임. 그러나 지금은 국내 생산 스마트폰들도 더 넓은 화
면과 보이스오버 기능으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초창기 모델부터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보이스오버기능을 포함하고 출시된 아이폰은 현재도 장
애인용이 아닌, 애플의 아이폰이 누구나 접근가능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정보통신의 발달은 장애인은 항상 늘 새
로운 문명을 쫓아가는 자로 만들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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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적 노동은 이미 기계가 대체하고 단순 노동은 저임금 국가로 옮겨가고 있
음.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단순 사무직 또한 곧 사라질 직업군에 속하며, 이제
컴퓨터가 수많은 자료를 빠르게 처리하여 보험설계사에서 증권맨까지 없어질
직종에 속함. 알파고 이후 인간적인 활동에 대한 전세계적 고민이 시작되고
있음. 미래세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종에 장애인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통
합교육과 고용정책이 필요함

(3) 삶의 환경변화: 기후변화, 대형시스템의 안전성, 스마트 환경과 뉴미디어
○ 기후변화와 시스템의 대형화는 예기치 못한 재난을 불러옴. 재난 속에서 장애
인의 대피, 구조시설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함. 또한 환경오염과 복합
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사회문제들로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이 나타날
수 있음. 환경오염, 약물,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과는 다른 이유로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음
○ 그렇다면 아직까지 의료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
한 정의를 완전한 사회적 모델로 전환해야만 새로운 ‘장애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함. 이미 WHO는 장애인구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였음. 장애인
에 대한 획일적 시각을 지양하고 개별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
달체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임
○ 스마트 환경 속에서 미디어의 변화는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
인 미디어 시대로 누구나 자신의 이슈를 송출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긍정적으
로는 텍스트와 그래픽, 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기에 시각, 청각, 신체 등
의 제한 없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미디어가 많아질 것임. 부정적으
로는 소수자에 대한 비하, 비방, 비난으로 차별적 세계관을 강화시킬 컨텐츠
도 함께 증가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욱 두터워질 수 있음. 이미 지상파
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비하 방송 보다 아프리카TV와 같은 개인미디어에서 발
생하는 장애비하가 빈번히 목격되고 있기에 차별금지에 대한 제도화로 방어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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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래의 장애인정책은 통합적(inclusion) 사고 속에 각각
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니버셜적인 관점의 전환, 동시대적 기술의 제
공이라는 철학적 사고가 바탕이 된 장애정책이 되어야 우리는 미래사회의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로 장애인에게 보탬이 되고, 부정적 예측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임

2) 장애유형별 장애인정책 전망
(1)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정책 전망
○ 지체장애인과 관련하여 주된 과제를 언급하자면 이동지원과 접근성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미래 환경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도시설계의 개념으로 검토되어야 함. 즉, 장애인들이 안내도나 안내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최적화된 환경에서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러한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인 환경 위주
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사회변화를 추진하
여야 함
○ 먼저, 우리사회와 주변의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린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등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에 대한 인식전환 내
지 인식개선이 필요함.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측면만으로 바라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은 모두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현 시점에서도 ‘나는 저런 편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음. 이러한 사회인식의 변화는 당장에는 투
입되어야 할 비용이 발생되지만 미래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성은 시간이 흘
러가면 갈수록 더 발휘될 것이라고 봄
○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현재 BF인증제와 기준적합
성 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환경과 불균형적인 부분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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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많음. 예를 들어, BF인증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모델이 될 만한 제도임이
확실함.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몇 십 제곱미터
경로당이나 공중화장실도 세종정부청사와 같은 몇 십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
축물과 동일하게 의무적 인증을 받기 위해 동일한 인증신청 비용을 투입하여
야 함. 그러다 보니, 일반 창고 건물로 신축하고, 그 후에 주민센터 등으로 용
도변경 및 증축신고를 통하여 건축을 하게 되면 BF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이
러한 방법이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건물 위주로 만연해 있음. 그리고 기준적합
성 확인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의 경우에는 기준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함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권과 관련된 인
식개선교육, 설계도면 감리, 시공감리, 준공 또는 사용승인,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명령을 통한 개선이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루어질 수 있어야 함

(2) 청각장애인의 장애인정책 전망
○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
는 것은 사물과의 단절이며, 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과의 단절이다’라고 말하
였음.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은 단순히 듣지 못하는 데 있지 않
음.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단절
됨. 사람들과의 단절은 공동체 사회에서 소통의 부재와 이에 따른 삶의 질과
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됨
○ 최근 청각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올해 2월 3일에
공포된 ‘한국수화언어법’임. ‘한국수화언어법’제정은 많은 청각장애인들의 오
래된 숙원사업이자 소망이었고, 청각장애인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획기적 전
환점이라고 할 수 있음. 지난 10년간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수화언어에 대한 양적 확장이 이루어졌으나 질적으로는 크게 성장
하지 못했음.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언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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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각장애인의 삶이 인정받고 대접받을 것이라고 기대함. “언어의 질을 개
선하는 것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언어는 곧 생활이고
문화이고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임
○ 이와 같은 변화를 토대로, 향후 10년 후 청각장애인의 정책변화는 미래의 과
학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임. 그런
데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청각의 장애는 사물과의 단절이 아니라 사람과
의 단절임.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춰 청각장애인들의 미래를 전적으로
전망하고 싶지 않음. 다만, 과학기술의 발달이 청각장애인과 청인과의 단절을
얼마나 해소시켜줄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며, 청각장애
인들이 10년 후 극복해야 하는 장애는 청각장애인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적, 문화적 다름에서 오는 장애를 극복하고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인정받
는 것임. 또한 다름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사회가 될 것을 전망함
○ 청각장애인을 농아인, 농인이라고 부르고, 청각장애인의 대표단체인 한국농아
인협회도 청각장애인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음. 청각장애인을 단순히 “극복”
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수어라는 시각언어를 사용하면서
농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야기한 것임. 때문에 지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언어에 대
한 관심이 이어졌음. 그렇다면, 10년 후 청각장애인과 수화언어는 매우 특별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언어영역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청각장
애인의 언어, 동정의 언어, 천사의 언어라는 수식어가 붙는 수화언어가 아닌
음성으로 표현되는 언어와는 또 다른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언어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될 것임. 그것은 단순히 청각장애인의, 청
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로서만이 아닌 음성
언어보다 시각언어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또 하나의 언어로서 많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습하고 사용하게 되어 보편화 되어질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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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를 의료적 관점에서 단순히 극복되고, 치료받고, 제거되는 것으로 미래를
전망할지 모르겠으나, 유니버셜디자인이 모두를 위한 설계로 누구나 편안하
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유니버셜사회 모두를 위한 사회,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을 기대함. 기술과학, 사회인식, 지적
확장이 이루어진 10년 후에는 이러한 사회에서 청각장애인의 삶이 더 풍성하
게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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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미래포럼 권리보장 분과
장애인 권리보장 로드맵

Ⅰ. 비전과 목표
비전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통합사회 구현

목표

사회 전반의 장애인 차별철폐,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

과제범주

권익옹호시스템 마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서비스실천과정에서의 인권침
주요과제

해 예방가이드 마련
권익옹호실천 매뉴얼 마련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토대과제

인권침해적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인식개선

차별적 법령내용 개선

당사자 권리교육

성년후견제도 개선

서비스 제공자 교육

정신보건법 개정

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정신장애인 비자발적 입원개선)

시민교육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마련을 위한 객관적 근거 마련
 국내외 권익옹호 관련 기관실태 및 운영사례 수집·분석

 급부행정의 품격 제고·유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인간다운 삶 수준 영위
보장
전제조건
(협조사항)

 가족·당사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돌봄제공자(활동보조인 등) 간의 권익옹호관련 역
할 명확화
 장애인복지 실천현장 종사자의 인권보장
 이의제기 등 서비스이용과정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체계화 및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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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제제기 및 전망
○ 장애인복지 확충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넓은 사각지대 및 가족부담 상존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기초
생활보장에서 부양의무제 문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미반영 등으로 인해
법 보호 테두리 밖에 위치
○ 급부행정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권익옹호부문에 소홀했던 점에 대한 반성
-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
는 방임 등의 문제는 복지지원 확충으로 해소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미흡
<표 1> 복지지원 및 권익옹호분야 최근 법 제정 현황
복지지원 분야
법률명

제정/시행

권익옹호 분야
제정/시행

법률명

2007/2008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2008/200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2010/2010

장애인연금법

2011/2011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2012/201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4/2015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2014/201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 중 인권침해에 대한 대
응부문)

2015/201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에 관한 법률

2015/2017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급부행정 집행상에 있어서의 인권적 측면의 중요성 부각
- 장애인복지실천현장에서 서비스제공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학문
적·실천적 대응 필요
※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 제공자 또한 기준이 없어 인권침해로 오해받는 상황 해소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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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의 주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조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 우려를 다소 해소
할 수 있었으나 동 제도의 잠재적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안 모
색 움직임
※ 의사결정대체제도(Substituted Decision Making System)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관련 제도(신탁제도 등) 변화 모색

Ⅲ. 추진방향
○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억울함이 없는
통합사회』로서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통합사회 지향
-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 평등 실현을 통한 진정한 권리보장 구현
※ 물리적 접근권 및 정보접근권, 사법접근권, 의사소통 및 표현의 자유, 문화향유권, 선거권
등에서의 구체적인 적극적 평등 방안 마련 및 실시

- 복지증진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폭력, 학대, 방임, 유기 등 자유권적 기본
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기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권익옹호시스템을 구축
○ 『UN장애인권리협약』과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최근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에 맞추어 장애인 권익증진 방안 모색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법령을 해소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등 인권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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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정책 및 제도 사례
1. 미국의 P&A 시스템1)
○ (시스템의 법적 근거) 1975년 발달장애 원조 및 권리장전법에서의 「Protection
and Advocacy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1984년 재활법(개
정법률)에서의 「Client Assistance Program」, 1986년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호·
옹호법에서의 「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1993년 재활법(개정법률)에서의 「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Rights」, 1994년 장애인을 위한 기술 관련 원조법에서의 「Protection and
Advocacy for Assistive Technology」2), 1999년 노동인환권 및 노동유인증진법
1) 이 내용은 다음 발표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조한진. 2004. 「미국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중증장애인 보호
와 옹호 시스템 방안 연구』. 장애인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정책네트워크 내일 장애인행
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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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Protection and Advocacy for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2000년
외상성 뇌 손상법에서의 「Protectiona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2002년 미국투표원조법에서의 「Protection and
Advocacy for Voting Accessibility」
○ (설치) 57개 기관 중 32개는 민간비영리단체, 15개는 민간 법률서비스기관 내 입
주이며, 약 10개가 주(州) 기관이거나 독립적인 주(州) 기관
○ (인력구성) 아래 표(P&A System for South Carolina 직원 구성) 참조
담당업무

인원 수 (명)

Executive Director

2

Attorney/Team Leader

3

Senior Attorney

1

Attorney

4

Managing Attorney

1

Paralegal

1

Legal Assistant

1

Advocate

6

PAVA and Development Coordinator

1

Outreach, Information & Referral Specialist

2

Fiscal and Administrative Manager

1

Administrative Assistant

1

총계

23명

○ (법적권한) 조사권, 장애인들에 대한 기록 및 거주시설에 대한 조사접근권, 개별
또는 집단 소송 제기, 개선조치권고 보고서 발행, 시설과 공동프로토콜 개발, 자
기옹호훈련 제공, 소송에의 원고적격
○ (활동) 학대와 방임에 대한 조사 및 개선노력, 특수교육에서의 교육권 확보, 지역
사회통합에의 장벽제거 노력

2)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현행법은 2004년 보조기술법(Assistive Technology A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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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장애인학대예방제도3)
○ (법적 근거) 장애인학대방지,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2.10.1.)
○ (이후 전개) 법이 제정되었지만 복지시설 안에서의 장애인 학대 관련 보도가 끊
임없이 이어졌는데, 이를 개인적 차원에서보다는 알면서도 은폐하는 조직 전체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장애인 학대예방과 대응지침」
을 제시(2015.3)
○ (학대방지 시책) ① 지역사회 내 장애인 학대발견시 시정촌에 의한 상담, 쉼터확
보 및 연계, ②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 발견시 시정촌을
통해 도도부현에서 감독권한 등 적절한 권한행사 및 조치결과 공표, ③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학대발생에 따른 조치는 시정촌-도도부현-노동후생성 노동국에서
의 적절한 감독권한 행사 및 조치결과 공표
○ (한계 및 대안) ① 현재 통보의무가 보호자에 의한 학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에 의한 학대, 직장사용자에 의한 학대에 국한되어 있으나, 병원관계자에 의한
학대, 학교관계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② 립된 감시기관에
의해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3) 이 부분의 내용은 『정희경. 2015. 일본의 발달장애인학대 현황 및 한국에의 시사점』 및 『김미옥. 2015. 시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별적지원계획 방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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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법령 대안마련 및 일부 개선

 차별적 법령 조사 및 쟁점명확화

인식개선

개선

(자치법규포함)

 공무원, 학생, 장애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지속적인 교육실시 및 교육방법 및 수준의 업  당사자에 대한 권리교육
대한 장애인식교육 교재 개발
그레이드
 인식개선 저변변화 확산

 차별적 법령 개선단계적 완
료 및 추가발굴 지속 추진

 인권침해 유형별 실태조사 전국 실시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국가통계 기반 구축

 장애인인권실태조사 방안마련 및 실시
(시설 및 재가 모두 포함)
 인권침해 유형별 기준마련

실태조사

차별적 법령

 실태조사 내실화
 국가통계 데이타베이스화

 권익옹호 관련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각 분야별 권익옹호실천 매뉴얼 마련

예방실천강화

타인
관련
 피드백을 통한 체계화

 인권침해예방 업무의 체계
화

SVC실천과정
의 권리보장

이에

 SVC분야에서의 과제 추진
- 가족/당사자/기관직원/돌봄제공자/후견인
역할 명확화
- 이의제기 등 권리구제절차의 명확화
 SVC 부문과의 논의협력 강화
- 인권부문과 SVC부문간의 점점분야 확인  SVC실천과정에서의 관련 쟁점도출 및
대한 대응지침 개발
및 역할분담
- 도전적행동, 위험관리, 자기결정권제한,
의 권리와의 비례형평성 등 발달장애인
이슈들을 서비스 제공과정과 접목

간의

 후견제도 전면개편
- 의사결정지원제도 마련

 후견제도의 문제점 확인/공유
 후견제도의 대안 모색
 정신장애인 비자발적 입원의 인권침해적 - 의사결정지원제도 모색
성격 명확화
- 공공신탁제도 도입
 거주시설 인권 개선(18세 미만 아동 이용 - 후견소송 당사자지위 강화
제한 검토)
 비자발적 입원 대안 모색 및 법령 개선

 권리침해부문 통합화
- 아동/노인/장애인 등

보호(Protect)
의 딜레마
개선

 위기개입 및 사후관리의 체계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체계화단계(2020)

권리침해개입

도약발전단계(2018～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태 파악
 UN권리협약 이행권고 지속 모니터링
 일본, 미국 사례분석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권고

기초확립단계(2016～2017)

국내외 현황
정리

범주

Ⅴ. 장단기 주요 추진과제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분과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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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미래포럼 분과별 발표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소득･고용 분과

Ⅰ. 비전 및 목표 제시
1. 비전 및 목표: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강화 및 적극적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기반 구축
1) 근로능력에 기반한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2)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 및 고용의 질 강화
○ 근로연령대 장애인 고용률 55%(‘14년 50.6%)
○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장애인 평균 임금 60%(‘14년 46%)

3) 경제적 지원을 통한 빈곤 감소 및 생활 안정 강화
○ 장애인가구 빈곤율 20%로 감소(‘14년 34.5%)
○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장애인가구 소득 비중 80%(‘14년 53.8%)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00%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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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제제기 및 전망
1. 낮은 고용률과 저임금
1) 낮은 고용률
○ 15세~64세 장애인 인구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르면 2014년 장애인의 고용률
은 50.6%로 전체 인구의 65.6%에 비해 15% 포인트 낮음
○ 장애유형별 고용률을 보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와 그 외의 장애유
형 간 고용률 격차가 크게 나타남. 특히 뇌병변장애(19.3%), 지적·자폐성장
애(26.9%), 그리고 기타 장애(27.1%)의 고용률은 상당히 낮음
<표 1> 장애유형별 고용률1)
장애유형

15세~64세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인구 수

비중

소계

취업자

실업자

지체장애

735,060

53.0

496,832

465,958

30,874

63.4

청각장애

80,101

5.8

48,331

4,737

4,737

54.4

뇌병변장애

107,371

7.7

23,419

20,720

2,699

19.3

시각장애

137,867

9.9

90,382

6,681

6,681

60.7

지적·자폐성장애

159,198

11.5

46,896

4,126

4,129

26.9

기타

168,251

12.1

49,377

3,756

3,756

27.1

장애인 전체

1,387,848

100.0

755,237

702,361

52,876

50.6

2) 저임금
○ 월평균 임금(2014년): 장애인 근로자는 월평균 급여는 154.3만원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 329만원의 46% 수준
○ 특히 직업재활시설 근무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35.1만원으로, 전
체 장애인 근로자의 22.7%, 상용근로자의 10.7%에 불과하며, 2014년 월 최
저임금 1,088,890원의 32.2%에 불과함
1) 장애인고용공단.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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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추가비용, 그리고 빈곤
1) 낮은 가구소득
○ 2014년 장애인가구 소득 223.5만원, 전체 가구 소득 415.2만원의 53.8%
○ 2000년대 중반 OECD 국가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소득 비중 약 85%

2)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 2014년 전체 장애인의 월평균 추가비용 16만4,200원, 총 가구지출 중 9.5%
○ 의료비 6만6,000원, 교통비 2만5,600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1만
8,900원, 부모사후대비비 1만6,800원, 보호·간병인 1만3,600원
○ 장애유형 별: 자폐성장애 41만8,100원, 35만700원, 안면장애 32만3,900원, 신
장장애 30만3,300원

3) 장애인가구의 빈곤
○ 2009년 OECD 국가 장애인가구 빈곤율 12.9%, 비장애인가구 11.0%
○ 2014년 장애인가구 빈곤율 34.5%, 전체 가구 16.3%

[그림 1] 장애인 가구와 전체 가구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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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능력평가체계의 부재
○ 2014년 3월 개최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공언한 이후, 장애등급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장애종합
판정체계임. 이는 장애 등록에 필요한 의학적 최저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와 욕구, 교육
수준과 직업력,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객관적으로 사정하여 필요
한 공적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포괄적 사정도구를 의미함
○ 장애종합판정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장애
인연금이라고 할 수 있음. 장애인연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10
년 7월에 도입된 장애급여로서 사회보험 급여인 장애연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즉,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
기회의 배제되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
로 하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비기여 급여임. 따라서 이러한 소득보전 장
애급여의 수급요건으로서 장애 평가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근로
(소득활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
정하는 것을 의미함
○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의학적 손상만으로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러한 의학적 진단이 개인의 노동시장 복귀 가능성
과의 상관성이 없거나 낮다는 점에서 가장 후진적인 방식(OECD, 2010)임.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학적 손상 외에 추가적인 요소(기능적 능력,
고용가능성 등)를 결합하여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
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의 소득보전급여의 수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있음(윤상용, 2015)
○ 결론적으로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정체성과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사례를
고려할 때 의학적 손상 외에 추가적인 장애 평가 요소를 결합하여 근로능
력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개
편이야말로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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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전급여 수급자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
는 추가적인 장애 평가 요소로서 그 동안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 것은 기능
적 능력 평가라고 할 수 있음. 기능적 능력 사정 방법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사회에 존재하는 직업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에 부합되는 능력(항
목)을 선정하여 각 능력별로 서열척도화한 사정 도구를 만든 후, 특정 시점
에서 장애인이 각각의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평가하
는(snapshot) 방법으로서, 이러한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점수를 받은
장애인은 취업 및 직업수행에 필요한 기능적 능력을 갖지 못한 자로 인정
되어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급여가 제공됨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대상의 소득보전급여 수급 요건으로서 기능적 능력을
사정하는 도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연구가
시작된 지난 2007년도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변용찬 외(2007), 변용찬 외
(2008), 변용찬 외(2009), 변경희 외(2013), 김성희 외(2014) 등의 연구에서
영국, 미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도구 및 세계보건기구
의 장애분류체계(ICF) 등을 참조하여 한국형 기능적 능력 사정 도구를 지속
적으로 개발해 왔음
○ 그러나 결론적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연금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능적 능
력 평가 요소의 도입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며,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도
입될 장애종합판정체계 모형에서도 기능적 능력 평가는 장애인연금의 수급
요건으로 제시되지 못하였음. 이렇듯 개발된 도구가 정책에 활용되지 못한
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첫째는 기술적 부분으로서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사정할 수 있는 검증된 도
구의 개발과 이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준비되
지 못했기 때문임. 기능적 능력 사정 도구의 경우, 앞서 언급한 연구들에서
다양한 도구들이 제시되었으나 타당성 검증이 미흡하였고 더불어 능력평가
도입시 당연히 요구되는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둘째는 정치적 부분으로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에 기능적 능력 평
가 요소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장애계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임.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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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기능적 능력 사정 도구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연금 등의 장애급여의
수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일반고용,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의 고용서
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사정도구로서의
의의를 갖고 모의적용사업과 시범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적용되었음
- 셋째는 환경적인 부분으로서 기능적 능력 평가 요소를 도입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할 경우, 평가결과 기능적 능력이 양호하여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장애인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서비스와 일
자리 등의 고용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기능적 능력 평가를 통
해 근로능력이 심각하게 제약을 입은 장애인으로 간주된 자의 경우 장애인
연금 수급을 통해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근로능력이 양호하다고 간주된 장애인은 취업을 통해 생활
을 영위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능적 능력 평가 요소를 도입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은 책임성이 결여된 결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정책당국이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련 연구에서 개발된 기능적 능력 사정도구가 장애인연금의 수급 요건으
로서 활용되지 못한 상기의 세 가지 이유는 결국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합
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체계의 부재로 수렴됨. 의학적 손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장애등급 외에 기능적 능력 평가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진일보한 방식이나, 기능적 능력 평가에
내재한 낮은 타당성 및 신뢰도(World Bank, 2015)와 성별, 학력, 직업력, 기
질, 삶의 목표 등 장애인 개인의 비건강적 인적자본 특성과 노동시장 상황
등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여전히 불완전한
근로능력 평가일 수밖에 없는 것임. 만일 의학적 손상과 기능적 능력 제약
및 비건강적 인적자본 특성과 노동시장 상황 등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등 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요인을 모두 반영하는 근로
능력 평가 체계가 마련된다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이유는 소멸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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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낮은 수급율 및 급여 수준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여 장애인 및 가구
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장애 소득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급여로
서 공적연금의 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범주형 사회부조 급여로서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일반 사회부조로
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있음
○ 우선 사회보험급여로서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및 장애심사규정
에서 급여의 성격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으나 법률 제1조 및 장애심
사규정의 장애 정의에 근거해 볼 때 질병 및 부상에서 비롯된 노동력의 손
실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
로 하는 소득보전급여라고 볼 수 있음
○ 그 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특수직역연금
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법률의 목적과 급여 관련 조항에서 장애관
련 급여가 가입자의 장애발생시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
고 있으며, 장애의 정의를 손상으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역시 인해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소득보전급여임을 짐작할
수 있음
○ 이어서 사회부조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각각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비용급여임을 명확히 규
정하고 있음. 또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인 장애
인복지법에 제49조 및 제50조에서 각 급여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비용급여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법률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는 제1조 및 생계급여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제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을 포함한 빈곤층의 최저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보전급여로
볼 수 있음
○ 이렇듯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 외국과 같이 다양한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비
용급여를 두 축으로 하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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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그러나 이렇듯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효과성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예로
서 2014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34.5%로 전체 가구 빈곤율(16.3%)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2009년 OECD국가 평균 장애인가구 빈곤율
(12.9%)와 비교할 때는 세 배 수준임
○ 더불어 장애인가구 소득에 있어서도, 2014년 기준 223.5만원으로서 전체 가
구 소득(415.2만원)의 54% 수준이며, 2000년대 중반 OECD국가 비장애인 대
비 장애인 소득 비중(85%)과 비교해 보면 더욱 낮은 수준임. 또한 우리나라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급여의 수급율은 주요 선진국의
1/4에 불과한 수준이며, 급여 수준 역시 1/4에 불과(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기준)한 실정임
○ 다음의 <표 2>는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서 각 제도의 특징과 구체적인 문제점을 명시하
고 있음
<표 2>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급여
종류

장애급여

장애급여

장애급여

일반 소득보장급여

급여
성격

소득보전 급여

소득보전급여+추가비
용급여

추가비용 급여

소득보전 급여

급여
형태

기여 비자산조사

비기여 자산조사

비기여 자산조사

비기여 자산조사

장애
평가

의학적 손상
중심평가

의학적 손상
중심평가

의학적 손상
중심평가

-

수급자
수
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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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천명
75,895명
364천명
(22.8천명)
(등록장애인의 3.3%) (중증장애인의 64.5%) (등록장애인의 13.7%)
월평균 440천원
(최저생계비 대비
73%)

- 기초급여: 200천원
(A값의 약 10%)
- 부가급여: 최대 80
천원

평균 추가비용의
72%
(중증 기초수급자
기준)

전체 장애인 중
16.9%가 수급자
(전체 국민 2.6%)
보충급여 원리
(최저생계비에서 소
득인정액을 뺀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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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애연금

비고

- 낮은 국민연금 가
입율(전체 장애인
중 34.1%만 국민연
금 가입)
- 장애판정시 근로능
력 평가 부재(급여
수급 전 우선적 재
활서비스 부재)
- 낮은 급여수준
- 수급자의 소득활동
미고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낮은 급여수준
- 장애판정시 근로능
추가비용에 못미치 - 장애로 인한 추가
력 평가 부재(기초 - 는
급여수준
비용 지출 등 장애
급여)
장애판정시
ADL,
인 가구 특성이 반
- 장애판정시 ADL,
IADL
등
기능상태
영된 생계급여 선
IADL 등 기능상태 평가 부재
정 기준(중위소득
평가 부재(부가급 - 장애유형에 따른 28% 이하)의 부재
여)
지급액 차등 비고 로 인해 비수급 빈
- 장애유형에 따른 려
곤 장애인 발생
지급액 차등 비고
려(부가급여)

주: 모든 자료는 2014년 말 기준임

5.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와 연계 가능한 근로지원정책 현황 및 최근 동향
1)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 시행(’15.7)
-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을 다양화하고, 각 부처별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연계 통합
○ 자활장려금 폐지 및 근로장려세제 통합
- 2015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를 폐지하
고 EITC로 단일 적용하는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장애인 대상 근로소득공제는 제도적으로 유지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50%
- 학생·장애인·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소득의 30%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선정 과정 및 급여산정 시 적용여부에 따라 수급대
상 범위 및 근로유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 선정 시 적용할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보다 상향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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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두루누리
○ 현행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수준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수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1/2
○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기준 개선 및 지원수준 확대 추진
- 현재 지원대상인 10인 미만 고용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
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됨
-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를 사
업장 규모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현재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사
업장가입자에 대하여 연금 보험료의 1/2 범위에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
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4 범위에서 소득수준 및 가입이력을 고려하
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확대 또는 장애인에 대한 소
득기준 및 지원수준과 관련된 별도 규정 없으며, 전체 지원대상 규모 둥 장
애인의 비중이 제시된 바 없음

3) 자산형성 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I ․ II, 내일키움통장 확대 개편
○ 자산형성지원 대상을 일반시장 취․창업 수급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빈곤층으로 확대
○ 희망키움통장 I
-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3년 이내
탈 수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근로소득장려금(85%) 및 본인 저축액(10만원)
과 이에 대한 매칭금(1:1) 수령
▮ 56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소득･고용 분과

○ 희망키움통장 II
-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취․창업지원서비스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사례관리를 전제로 3년 간 본인 저축액 10
만원에 대한 매칭금(1:1) 지원
- 근로소득 중위소득 60% 증가 시까지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
○ 내일키움통장 :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취․창업을 전제로 지원
- 일반노동시장 등 취․창업을 조건으로 자활사업단 매출 및 수익금 매칭 지원
- 자활장려금 폐지 이후 근로장려세제 적용 제외자 등을 대상으로 내일키움통
장 국고 추가지원
○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선정 시 근로소득 기준 적용으로 인해, 희망키움통
장 I (누적 참여인원 약 3만명), 희망키움통장 II (현재 약 2만명) 장애인 참
여규모가 공식적으로 제시된 바 없으나,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4) 조세 지원
○ 장애인 관련 조세지출 개편 (소득공제 ☞ 세액공제)
-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
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
- 필요경비 성격이 강한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
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
- 인적공제의 경우 우선 자녀양육관련공제(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 ․입양)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그 이외의 공제항목(장애인, 경로
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
- 특별공제의 경우 중산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
금)에 대해 세액공제율 15%로 전환하고 보험․연금 등(보장성보험료, 연금
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원항목은 세액공제율 12%(장애인
보장성보험 15% 확대 예정)로 전환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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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급여(근로장려금)를 지급함으로써, 저
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 조세정책 관점에서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한 복지적 성
격의 조세제도’인 동시에, 복지정책 관점에서 ‘소득세 체계를 활용하여 근로
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득보장
제도’임
-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및 세법개정 등 정책 집행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에 최초로 급여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
-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는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하게 환급형 세액공
제 원리를 기초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대
상으로 자녀수에 따라 현금급여(자녀장려금)를 지급함으로써 출산․자녀양
육을 지원
- 2013년 세법개정에 의해 도입방안이 제시되었으며, 2014년 시행되어 2015년
처음으로 신청 및 자녀장려금 지급
○ 2015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완료
- 근로장려세제 시행 후 2차례에 걸쳐 개편이 추진되었으나, 현 정부 들어 가
장 큰 규모의 확대 개편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자녀장려세제를 처음 도입하
였음
-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 근로장려세제를 결혼여부(단독/가족가구)와 경
제활동여부(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분리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
하고, 자녀수에 따른 지원은 새로 도입되는 자녀장려세제(CTC)에서 적용하
여 자녀 지원방식의 중복을 사전에 조정하고 단순화시키면서 소득기준을
확대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최대급여액 상향 조정
∙ 가족가구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급여액을 70~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
∙ 자녀장려세제를 통해, 자녀수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점감구간에서 소
득 증가에 따라 최소 1인당 30만원까지 지급액 감소) 자녀장려금 지급
- 재산기준 상향 조정 및 주택가액 기준 폐지
∙ 신청가구 수급제외 사유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재산기준을 1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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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가액 기준(6천만원)을 폐지
∙ 재산기준 완화 구간(1억원~1억 4천만원)에서 장려금 50% 감액 지급
- 사업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
∙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및 업종별 조정률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5
년부터 자영사업자에 대해 적용 확대
- 무자녀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를 중ㆍ장년층까지 확대 적용
∙ 60세 이상 무자녀 단독(’13년) → 50세 이상('16년) → 40세 이상('17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전면 확대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2015년부터 수급자에 대
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장애인 대상의 급여체계나 규정은
없으며 수급대상 선정 시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각종 연령기준(자녀, 무자
녀 단독가구) 적용 제외하거나 완화하고 있음

Ⅲ. 추진방향
1. 근로능력평가에 기반한 장애급여 대상 효율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와
의 연계 체계 구축
○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이후 장애인연금의 핵심 수급요건으로서 근로능
력평가체계의 도입이 요구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근로능력의 손실 또는 현
저한 저하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연금의 대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로 인한 개인
의 근로능력(소득활동능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system), 구체적으로 의학적 손상과 기능적 능력 제약, 비건강적 인적자본
특성과 노동시장 상황 등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등 의학적 모델과 사
회적 모델을 통합한 생심리사회모델(bio-psycho-socio model)의 장애 개념
에 기반한 근로능력 평가 모형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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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근로능력평가 모형의 구축은 소득보전급여와 고용서비스와의 적극
적 연계의 기반이 되며,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보전급
여 및 고용서비스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함
- 첫째, 근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
보전급여(완전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수준을 강화함. 적정 지급
액은 보충급여 방식에 의거하여 중위소득의 60% 혹은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둘째,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새로운 소득보전 급여로서 일
시 장애 급여(부분 장애연금과 일시 장애인연금)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지급
하되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맞춤형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을 유도함
- 셋째, 근로능력에 제약이 거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소득보전급여 대
상에서 배제하되 실업급여 혹은 기초보장체계로 편입되도록 하며, 보편적
고용서비스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고용
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업을 유도함
<표 3> 근로능력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전급여 및 고용서비스 체계
근로능력
제약(장애)
정도
근로능력
중증
(완전장애)

근로능력
미약
(부분장애)

근로능력
양호

소득보전 급여
(장애연금/장애인연금 기초급여/기초보장제도)
기여 여부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
완전
기여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비기여
(최고 급여)
부분
기여
장애연금
국민기초
생활
일시장애인
보장제도
비기여
연금
(중간 급여)
기여
실업급여
비기여

실업부조

고용서비스

원칙적으로 고용서비스 대상은
아니나, 장애인고용서비스
(보호고용, 지원고용) 참여 가능

장애인 고용서비스
(의무고용, 보호고용,
지원 고용 등)
보편적 고용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등) 또는
장애인고용서비스(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주: 음영부분은 현재에는 운용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도입이 필요한 제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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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 및 고용의 질 강화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직업재활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조를 통한 임금 수준 제고

3. 장애급여 수급율 및 급여 수준 제고
○ 본 고에서 살펴본 국제 비교 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인연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 몇 가지 사
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 OECD(2010)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급여 수급률은 1.6%로서 1995년 0.1%와 비교하면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2008년 OECD 회원국 평균인 5.7%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 장애급여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
으로서 노인들보다 평균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공약과 같이 전체 중증장애인으로의 장애인연금 지급과 함께 장애연금 수
급요건으로서 장애 기준을 근로능력 손상 중심으로 개편하고 가입 전 장애
의 제한적 인정 등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둘째, 급여 수준을 인상해야 함. 개별 국가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장애급여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서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을 살
펴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은 0.2%로
서 OECD 회원국 평균 1.2%에 비해 매우 낮았음(OECD, 2010). 장애급여
수준과 관련한 또 다른 대리 지표로서 장애급여 수급 후에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소득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EU 회원국의 경우 장
애급여 수급 후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소득 비중이 26.3%p가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9%p 증가에 그쳤음(윤상용 외, 2008). 장애급여 수준
인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주요 선진국의 급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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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의 평균임금소득대비 비중이 최소한 10%에 도달
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 셋째, 장애급여의 수급요건으로서 장애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장애인이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장애연금
과 장애인연금의 수급요건으로 직업적 장애 개념 및 근로능력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함.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
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등급 체계가 아닌 장애가 개인의 노동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는 근로능력(소득활동능력) 중심의
장애등급 체계로 개편되어야 함. 이는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제
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소득보전급여로서 장애연
금과 장애인연금의 본래 모습을 찾아주는 의의를 지님
- 넷째, 국민연금이 제도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장애인 및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서의 역할을 수
행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연금의 제도적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임. 구체적으
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분리하여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경증장애수당을 장애수당으로
재편하여 소득보전급여로서 장애인연금과 추가비용급여로서 장애수당을 운
용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되면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
할 수 없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독자적인
사회연금(혹은 기초연금)으로 정립되며,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별개의
독자적인 수급요건을 갖춘 추가비용 급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임2)
- 다섯째,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함. 많은 국가들이 기여에 기반
한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 정액연금, 최저연금, 연금부가급여 등을 운용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 이 경우 장애수당은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비용 급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며, 장애아동수당은 기존대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가비용 급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더불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최소한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추계된 추가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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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모든 급여가 연금수급자 및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 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물론 현재에도 연금액 산식에 정액연금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소득균
등부문(A값)이 내재되어 저소득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적연금이 담보해야 할 소득재분배 장치로서의 의미가 더 크
다고 할 수 있으며 연금수급자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즉
최저소득보장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실제로 2014년 12월 기준 전체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각각 440천원, 383천원(국
민연금공단, 2014)으로 이는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03천원의 약
73%와 64% 수준에 불과한 금액임3)

4. 장애인 근로지원정책 연계(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기본방향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장애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 기본체계) 중심으로
근로지원정책 및 고용-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장애인 자립지
원 정책패키지” 구성 추진
○ 장애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 것이 유리하고 일하는 것을 지원
할 수 있는 급여체계 연계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복지-고용-교육-사회서비스 통합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2) 개별 가구의 여건 및 소득과 일자리 상향 이동에 따라 욕구별 맞춤형 급여
를 제공함으로써, 생계급여부터 탈 수급 및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탈
빈곤 및 자립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를 지원 가능하도록 정책 조합 추진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3) 현재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를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제
도 초기시점에서는 가입기간이 짧아도 기본연금액이 20년으로 맞추어져 있으므로 노령연금액에 비해 급여수준은
오히려 높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하게 되어 노령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또한 2007
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이 하락하게 되어 이에 연동되는 장애연금 급여수준 역시
하락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장애연금 급여수준의 현실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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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

3) 장애인 근로지원정책 연계(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기본방향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장애연금-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기본체계)를 기반으
로,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생
활영역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
○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을 장
애인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연계하면서, 근로소득공제와 연계한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

[그림 2] 장애인 근로지원정책 연계(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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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정책 및 제도 사례
1. 주요 OECD 국가의 장애급여에서의 근로능력 평가 유형화 및 사례
○ 앞서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 가지
근로능력 평가 방법이 OECD 주요 회원국들에서 각기 운용하고 있는 기여
소득보전 장애급여(장애연금) 및 비기여 소득보전 장애급여(기초연금 또는
범주형 장애부조)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는 다음의 <표 4>와 같음
○ 분석 결과, 전체 13개 국가 중 기여 급여와 비기여 급여를 모두 합하여 의
학적 평가만으로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였
으며(우리나라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그 외 국가들은 의학적 평가를 기반
으로 기능적 평가 혹은 고용가능성 평가 혹은 사회환경적 평가 중 1개 이
상의 다른 평가 방법을 결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4> 주요 선진국의 장애 급여에서의 근로능력 평가 유형화
국가

종류

제도 명칭

비기여

장해기초연금

20세 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20세가 되기 전에 또는 20 의학적
세 이후에 1～2급에 해당하는 자

기여

장해후생연금

의학적으로 결정되는 근로능력을 심각
의학적
하게 제약하는 장애 상태(1～3급)

일본

아일
랜드

수급 자격

근로능력 평가

의학적 + 기능적
Disability Allowance 장애로 인하여 적합한 일을 수행하는
비기여
*시각장애인은 의학적 평가
(*Blind pension)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
만 실시
기여

지난 1년간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 앞으로 최소 1년간 이러한 상
의학적 + 기능적
Invalidity pension
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또는
영구적으로 근로를 하기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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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종류

제도 명칭

수급 자격

근로능력 평가

덴마크 비기여

Førtidspension

18~65세의 자로서 어떤 종류의 유급고
용에 종사할 수 없을 만큼 영구적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된 자(고용 복귀 실패 의학적 + 기능적 + 경제적
후 영구적으로 기능 제약이 있고 동시 손실고용가능성(지지체계,
에 파트타임 직업 혹은 영구적인 임금 직업경험 등)
보조가 주어지는 직업을 수행할 수 없
는 상태)

비기여

Kansaneläke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
16-64세로 적합직종에서 영구적으로
능성(교육, 직업경력, 연령,
무능력한 것으로 평가된 자
거주장소, 가족관계 등)

기여

Työeläke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
최소 40% 이상의 근로능력 감소가 있
능성(교육, 직업경력, 연령,
는 상태
거주장소, 가족관계 등)

비기여

Folketrygdloven

근로능력손상이 50% 이상인 자

의학적 + 기능적

기여

Tilleggspensjon

근로능력손상이 50% 이상인 자

의학적 + 기능적

핀란드

노르
웨이

비기여 Ggarantiersättning
스웨덴
기여

inkomstrelaterad
sjukersättning

비기여

Pensión de
invalidez no
contributiva

스페인

근로능력이 25% 이상 감소하고 1년 이
의학적 + 기능적
상 지속되는 자
장애율이 65% 이상인 자

의학적 + 사회환경적(소득/
직업/가족/문화적 요인 등)

치료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제약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
분적으로(이전 직업 수행 불가) 또는 의학적 + 기능적
완전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모든 직
업 수행 불가)

기여

Pensiones de
incapacidad

비기여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AAH)

장애율이 80% 이상이거나 또는 50～
의학적 + 고용가능성(학력,
79%인 자로서 유급고용에 종사할 수
과거직업, 고용서비스 경험
없으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용되지
등)
않은 자

기여

Régime général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질병 혹은 결함으로 인해 동일 지역에
있는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수준의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능성 (연령, 직업훈련, 직업
1/3 이상을 벌 수 없는 상태(이전 직업
경험 등)
및 어떠한 종류의 직업도 수행할 수 없
는 상태)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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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영국

종류

근로능력 평가

Employment
Support
경쟁 고용시장에서 직업을 구할 수 없
의학적 + 기능적
Allowance-Contribu 는 수준의 기능적 제약이 있는 상태
tory based

비기여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일정 수준의 소득 활동에 종사할 수 없
의학적 + 기능적
는 근로무능력

기여

Disability Insurance

일정 수준의 소득 활동에 종사할 수 없
의학적 + 기능적
는 근로무능력

미국

비기여

신체장애율 20% 이상이면서 근로능력
Disability Support
손상으로 인해 주당 15시간이상 일을 의학적 + 기능적
Pension
할 수 없는 자

비기여

Grundsicherung im 질병 혹은 결함으로 인해 통상적 노동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
Alter und bei
시장 조건에서 상시적으로 하루 3시간
능성
Erwerbsminderung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기여

질병 혹은 결함으로 인해 통상적 노동
Rente wegen voller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
시장 조건에서 상시적으로 하루 6시간
Erwerbsminderung
능성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독일

네덜
란드

수급 자격

Employment
Support
경쟁 고용시장에서 직업을 구할 수 없
비기여
의학적 + 기능적
Allowance-Income 는 수준의 기능적 제약이 있는 상태
Related
기여

호주

제도 명칭

비기여

WAJONG

17세 전에 발생한 장애로 25% 이상의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
근로능력 상실이 있는 자
능성

기여

WIA

장애로 인해 35% 이상의 근로능력 상 의학적 + 기능적 + 고용가
실이 있는 자
능성

○ 가장 많은 유형은 의학적 평가와 기능적 평가를 결합한 방식이었으며, 그
외 의학적 평가와 기능적 평가 및 고용가능성 평가를 결합한 사례도 적지
않았음. 또한 예외적인 경우로서 의학적 평가와 사회환경적 평가를 결합한
사례(스페인의 비기여 장애급여)와 의학적 평가와 고용가능성 평가(프랑스
의 비기여 장애급여)를 결합한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개략적인 유형화 작
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여 급여와 비기여 급여의 근로능력 평가 방식이 거의 모든 국가에
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임(프랑스와 스페인만 다름). 이는 기여 급
여와 비기여 급여가 공히 근로능력 제약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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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목적하에 비기여 급여의 성격을 기여 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거
나 급여 수준을 보충하는 보완적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비기여 급여의 경우 기여 급여보다 근로능력평가에 있어 보다 엄격한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임. 독일, 일본, 네덜란드의 경우 공히 기여
급여보다 비기여 급여의 최저 기준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형평
성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서 즉, 기여 급여가 수급 요건으로서 개인의 기여
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비기여 급여는 어떠한 기여 조건도 두고 있
지 않기 때문임

2. 주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일자리 증대정책
1) 장애인 고용실태
○ 근로연령대(15~64세) 장애인의 고용률
- OECD 평균 2000년대 후반 43.6%
- 스웨덴 2000년대 후반 62.3%
- 독일 2000년대 후반 50.4%
- 한국 2005년 44.7%, 2015년 48.2%
○ 근로연령대 비장애인의 고용률
- OECD 평균 2000년대 후반 75.1%
- 스웨덴 2000년대 후반 83.9%
- 독일 2000년대 후반 73.7%
- 한국 2005년 70.3%, 2015년 66.1%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격차
- OECD 평균 2000년대 후반 31.5% 포인트
- 스웨덴 2000년대 후반 21.6% 포인트
- 독일 2000년대 후반 23.3% 포인트
- 한국 2005년 25.6% 포인트, 2015년 17.9%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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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률 대비 비장애인 고용률
- OECD 평균 2000년대 후반 0.577
- 스웨덴 2000년대 후반 0.74
- 독일 2000년대 후반 0.68
- 한국 2005년 0.64 2015년 0.73
<표 5> OECD국가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2000년대 후반 고용률 비교4)
구분

OECD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장애인 고용률(①)

43.6%

62.3%

50.4%

45.3%

비장애인 고용률(②)

75.1%

83.9%

73.7%

격차(②-①)

31.5%

21.6%

비율(①÷②)

0.58

0.74

한국
2005

2015

38.5%

44.7%

48.2%

81.4%

83.9%

70.3%

66.1%

23.3%

36.1%

45.4%

25.6%

17.9%

0.68

0.47

0.48

0.64

0.73

2) OECD 주요 국가의 일자리 증대 정책
(1) 영국
① 장애인 고용 현황
- 영국 2013년 근로연령대(16-64세)의 20.8%는 장애인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격차는 2013년 32.8%(근로연령대 장애인 고용
률 49%, 비장애인 81.8%)
- 근로연령대 장애인의 비경제활동 비율은 44.3%: 비장애인(11.5%)의 약 4배
- 장애인 실업률은 12%: 비장애인 실업률은 7.6%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10% 낮은 임금. 2010년 이후 임금 격차는 1/3
증가
- 장애인 고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은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이나
근무시간 축소와 교통수단 접근
- 발달장애인(learning disabilities): 발달 장애인 중 20% 미만이 취업, 발달장애인
65% 이상이 취업 희망. 일하는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시간제 및 저임금
4) OECD. 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A synthesis of findings across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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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렘플로이의 고용
○ 렘플로이는 1980년대말까지 94개 공장에서 1만명 이상(대부분 장애인) 고용:
의류,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가정용품, 꽃, 토마토 등 생산
- 1980년대 후반 고용서비스 시작. 1988년 장애인 외에 건강 문제가 있는 근
로자의 일자리 욕구 지원
- Remploy는 2015년 4월부터 정부 소유 공기업에서 MAXIMUS(70% 지분 소
유)와 합작기업으로 전환(정부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79.8%에 이르렀음).
2015년 현재 종업원은 800여명. 더 이상 장애인 일자리 창출기업이 아닌 장
애인고용서비스 제공기업으로 고용주를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소개하고, 장
애인 관련 교육을 제공하며, 장애인을 위해서는 직업재활 등의 고용서비스
를 제공함
○ 신생 업체에서 Remploy 종업원이 30% 지분 소유
- 종업원 이익 신탁(Employee Benefit Trust)을 통해 보유: 4인의 종업원 선출
이사와 회사 지명 이사로 구성. 모든 종업원은 신탁의 회원이며, 신탁에서
는 Remploy 이사회에 두 명을 지명함. 신탁은 이사회를 통해 전략적 수준
에서 종업원의 목소리를 대변함. 신탁은 회사의 이윤과 관련한 결정에 책임
을 지며, 종업원에게 배당금으로 나누거나 종업원이 지정한 장애-관련 목표
에 배정
-

종업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작업장

정신보건복리(Workplace

mental

wellbeing), 장애와 보건 워크숍, 탄력성 훈련(Resilience training)
- 평등법 2010(the 2010 Equality Act)에 따라 고용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할 의무

(2) 미국
① 장애인고용 현황
- 2014년 근로연령(18-64세) 장애인 고용률은 34.4%, 비장애인 고용률은 75.4%.
격차는 41.0% 포인트. 비율은 0.46
- 발달장애인(cognitive disabilities)의 고용률은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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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 우대제도를 통해서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
- 560여개 시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비영리기관에 고용된 장애인은 46,000여명

② 굿윌인더스트리의 고용5)
- 굿윌인더스트리(Goodwill Industries International)는 1915년 실업자, 노숙인,
장애인, 이민자, 고령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프로
그램 실시
- 현재 전 세계 14개국 3,000여개소 지부에서 맞춤형 훈련 서비스 제공. 2014
년 기준 장애인 33만명에게 서비스 제공. 2010년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수
는 18만9천명, 재활용 점포에 고용된 취업자는 6만4천명

(3) 스웨덴
① 장애인통합고용정책
-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고용주나 대리 고용주의 역할
을 하여 공공부문과 비영리 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
- 경제활동인구 중 약 7.5%가 보호된 고용시장에 종사
- 스웨덴의 장애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 첫째, 임금보조 및 발달고용, 안전고용
∙ 둘째, 쌈할(Samhall)에서 고용
∙ 셋째, 공공부문에서 보호된 고용(OSA)
② 쌈할의 고용6)
- 쌈할에서의 고용은 국영기업을 통해 일반시장에서 고용을 창출
- 쌈할의 역사
∙ 1980년까지 분절된 형태의 스웨덴의 보호된

작업장, 유사작업장을 통합

하여 쌈할 설립
5) 김승완 외. 2015. 장애인 고용 사회적 기업 사례연구 중 제3장 2절 미국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음
6) 안상훈 외. 2012.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의 비전과 전략 중 제3장 통합 네트워크형 직접 일자리창출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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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까지 24개 지역법인과 하나의 중앙법인으로 운영
∙ 1987년 Samhall AB로 국영기업화: 1992년 하나의 모회사와 여러 지역 자
회사를 가진 주식회사로 전환
∙ 스웨덴 정부가 지분의 100%를 보유한 국영기업의 형태
∙ 1990년대 장애인노동자는 3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저점차 감
소하여 2006년 21,000여명, 2015년 18,000여명으로 감소
- 쌈할의 사업 분야
∙ 제조업: 전자, 가구, 통신기기 부품, 기계공학 부품,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의 제조 및 조립
∙ 서비스업: 청소·세탁 서비스, 노인서비스(식사 배달, 쇼핑, 세탁, 청소 등),
IT 지원사업, 음식방문조리(케이터링) 서비스, 집배·집하·포장 서비스
∙ 근로자 파견사업: 창고 보관 업무, 포장업무, 출하업무, 물류서비스 제조
회사 등
∙ 2010년 고용노동자의 21%는 제조업, 43%는 서비스, 26%는 근로자파견
∙ 2015년에는 90% 이상이 서비스, 파견업무에 종사
- 쌈할의 고용장애인
∙ 스웨덴의 장애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비장애인과 같은 정도의 취업능
력을 가진 사람,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도의 취업능력을 소유
하지 않은 사람
∙ 직업적 장애인: 단순히 신체적 장애를 넘어 정신적 혹은 사회적 장애를
가진 이들이 근로환경에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가에 초점. 2008년 직
업적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10%, 16세~64세 인구의 15%
∙ 2015년 5천명 이상 신규 고용. 2015년 일반노동시장으로 전환 1,059명(목
표는 1,100명)
∙ 우선고용집단(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중복장애인 등) 고용 46%(목표는 40%)
- 쌈할에서의 근무
∙ 대부분의 작업은 팀웤을 바탕으로 집단적. 개개인의 노동 형태는 단순하
면서 다른 작업과 긴밀하게 구조화.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는 특정 동
작 혹은 파트로 정교화되어 있으며, 노동강도는 대체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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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대부분은 매우 단순하며 반복적인 작업. 분업을 통해 업무의 전문화
추구. 일반노동시장의 업무에 비해 훨씬 덜 복잡하며, 장애인노동자에게
보호된 형태의 업무환경 제공
- 일반노동시장으로 전환
∙ 쌈할 목표 중 하나는 일반노동시장으로 전환. 이를 위해 일반노동시장에
서 근무할 경험을 제도적으로 보장: 외부 실습기간. 일반노동시장에서 1
개월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건비를 쌈할에서 부담
- 쌈할의 재정
∙ 정부의 보조금 비율: 2000년 42%, 2005년 57%, 2010년 64%, 2015년 61%
(2009년부터 4,405 SEK M으로 보조금 금액 고정)

3) 주요 OECD 국가의 장애인의무고용제

<표 6> OECD 주요 국가의 장애인의무고용제 비교7)
구분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도입 시기(의무화)

1974년

1957년

1976년

1990년

2000년대 중반 장애인
출현율(20-64세)

17.5%

13.2%

5.0%(5.8%)

6.0%(4.4%)

의무
고용률

도입 정부 부문
초기 민간 부문

6.0

3.0

1.8～1.9

1.0

6.0

3.0

1.5～1.8

1.0

정부 부문

5.0

6.0

2.1～2.3

3.0

민간 부문

5.0

6.0

2.0

2.7

6.5%

2.8%

2.01～2.44%

2.91%

현재

정부 부문

실제
고용률

민간 부문

의무고용
기업

4.0%

4.64%

1.76%

2.54%

도입 초기

16인 이상

10인 이상

63인 이상

300인 이상

현재

20인 이상

20인 이상

56인 이상

50인 이상

월
105유로～260유로

시간당
최저임금의
400~600배

5만엔

50만원
(100인 이상
기업)

고용부담금

* ( )은 최근 수치. 일본은 2011년, 한국은 2014년. 한국의 2014년 20-69세의 추정

7) 장애인고용공단.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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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OECD 회원국의 비기여 장애급여 운영 현황 비교
○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OECD회원국 8개 국가의 비기여 장애급여 운영 현
황을 제도 내용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7>과 같음
<표 7>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비기여 장애급여 운영 현황 비교(2012년 기준)
구분

한국

일본

공적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후생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장해기초연금

1. 소득
보전

제도 2. 추가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명 용(성인)
장애수당
3. 추가비
용(아동)

대
상
자

특별장해자수당

Eläkkeensaajien
hoitotuki(연금수급자), Mobility Allowance, Blind
Vammaistuki(연금비수
Welfare Allowance
급자)

20세 이상
20세 이상
20세 미만

16～64세
16～64세, 16세 이상
16세미만

16～65세
17～66세
16세 미만

자산조사(장애인)
자산조사(장애인,
부양의무자)
자산조사(장애인,
부양의무자)

연금소득조사(장애인)
비자산조사
비자산조사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비자산조사

조세
조세
조세

연기금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조세

200천원(A값의 10%)
20～80천원, 30천원
100～200천원

934～1,161천원(최저임
금 50%)
371천원
202천원

776천원(최저생계비)
86～452천원,
118～405천원
118～405천원

1,081천원
150～30천원
1,723천원

일반소득보전급여
(생활보호제도)와 병급
가능

일반소득보전급여
(Laki
toimeentulotuesta)와
병급 가능

일반소득보전급여
(Supplementary Welafare
Allowance)와 병급 가능

자산

소득인정액(장애인+배
1
우자) 기초보장 수급자,
2
차상위
3
기초보장 수급자, 차상위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소득보전급
여와 일반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전급여의 병급
와 병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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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Allowance, Blind
Person's pension

근로무능력
보행어려움, 시각장애인
장애아동

1
2
3

1
2
3

Työkyvyttömyyseläke

근로무능력
보호필요,
추가비용지출발생
추가비용지출발생

연령

월
지급
액

기초연금(Kansaneläke)
기초연금(Invalidity Pension)
소득비례연금(Työeläke)

Domiciliary Care
Allowance

장해아복지수당

장애

1
2
3

아일랜드

Alle 16-vuotiaan
vammaistuki

장애아동수당

1
1, 2, 3급 중복
20세전 장애발생1, 2급
2 1, 2, 3급 중복, 3～6급
1, 2급
3
1～6급
1, 2급

재정 운영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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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일본

핀란드

아일랜드

공적연금

소득비례연금(Régime
général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소득비례연금(Rente
wegen
Erwerbsminderung)

기초국가연금(BSP)
및 국가2층연금(S2P)

소득비례연금
(pensiones de
incapacidad)

1. 소득
보전

AAH(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Grundsicherung im Alter
Employment and Support Pensión de invalidez no
und bei
Allowance
contributiva
Erwerbsminderung

2.
제도
추가비용
명
(성인)

PCH(Prestation de
Compensation du
Handicap)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werbsminderung(부가급
여)

3.
추가비용
(아동)

AEEH(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

Pensión de invalidez no
contributiva(부가급여)
Disability Living Allowance
Ayudas para alumnos con
necesidad específica de
apoyo educativo

장애

1
2
3

장애율 50% 이상
보호필요
장애율 80% 이상

근로무능력자
근로무능력자
-

근로능력 중증
3개월이상 보호 필요

장애율 65% 이상
장애율 75% 이상
특수교육필요

연령

1
2
3

20～60세
75세 미만
20세 미만

18세 이상
18세 이상
-

16세 이상
3개월 이상

18～65세
18～65세
2세 이상

자산

1
2
3

소득조사(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장애인,
부양의무자)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비자산조사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장애인,
부양의무자)

재정 운영

1
2
3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조세
-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조세

939천원
보충급여방식
505～1,924천원

538천원(최저생계비)
108천원
-

대
상
자

월
지급
액

1
2
3

장애소득보전급
여와
일반소득보전급
여의 병급 여부

일반소득보전급여
(Revenu Minimum
d'Insertion)
병급 불가

846천원
285～408천원

일반소득보전급여
일반소득보전급여
(Income Support)와 병급
(Sozialhilfe)와 병급 가능
불가

551～827천원
676천원
1,240천원
일반 소득보전
급여와 병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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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공적연금

일본

핀란드

아일랜드

소득비례연금(Régim
소득비례연금(Rente
기초국가연금(BSP)
e général d'assurance
wegen
및 국가2층연금(S2P)
maladie des travailleurs
Erwerbsminderung)
salariés)

소득비례연금
(pensiones de
incapacidad)
Pensión de invalidez no
contributiva

1. 소득
보전

AAH(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2.
추가비
제도
용
명
(성인)

PCH(Prestation de
Compensation du
Handicap)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werbsminderung(부가
급여)

3.
AEEH(Allocation
추가비
d'éducation de l'enfant
용
handicapé)
(아동)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Pensión de invalidez no
contributiva(부가급여)
Disability Living
Allowance

-

Ayudas para alumnos
con necesidad
específica de apoyo
educativo

장
애

1
2
3

장애율 50% 이상
보호필요
장애율 80% 이상

근로무능력자
근로무능력자
-

근로능력 중증
3개월 이상 보호 필요

장애율 65% 이상
장애율 75% 이상
특수교육필요

연
령

1
2
3

20～60세
75세 미만
20세 미만

18세 이상
18세 이상
-

16세 이상
3개월 이상

18～65세
18～65세
2세 이상

자
산

1
2
3

소득조사
(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
(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
(장애인, 부양의무자)

자산조사
(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
(장애인, 배우자)
-

자산조사
(장애인, 배우자)
비자산조사

자산조사
(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
(장애인, 배우자)
자산조사
(장애인, 부양의무자)

재정 운영

1
2
3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조세
-

조세
조세

조세
조세
조세

939천원
보충급여방식
505～1,924천원

538천원(최저생계비)
108천원
-

대
상
자

월
지급
액

1
2
3

846천원
285～408천원

장애소득보전
일반소득보전급여(Re
급여와
일반소득보전급여(Inc
venu Minimum
일반소득보전급여(So
일반소득보전
ome Support)와 병급
d'Insertion)
zialhilfe)와 병급 가능
급여의 병급
불가
병급 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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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연금 비교 및 시사점
○ 본 절에서는 기초연금, 조건부 기초연금, 사회연금 등 1개 이상의 비기여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이들 급여 수급 후에도 최저수
준의 생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후 사회안전망인 일반 사회부조에서 제공
하는 급여까지 수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유형에 속한 6개국과 기여 최
저소득보장제도의 부재 속에서 일반 사회부조에 우선하여 1개 이상의 비기
여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유형에 포함된 3개국 등 총
9개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핵심내용이
라고 할 수 있는 장애 기준, 자산조사 방식, 급여 수준 및 재원 등 4대 요
소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 이러한 비교분석 시, 비교 사회정책적 접근에 입
각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연금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제도를 운용하
고 있는 9개 국가를 대상으로 급여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횡단면적
비교8)를 실시하였음
○ 우선 장애기준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등 6개국이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태를 비기여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장애 요건으로 설정한 반면에, 이탈리아, 일본 및 우리나라는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등급(장애율)에 의한 중증장애를 장애 요건으로 설정하였
음을 알 수 있음
○ 본 고의 분석 대상인 비기여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가 장애가 초래하는
근로능력 손상으로 인한 소득활동의 어려움 혹은 고용기회의 배제에서 비
롯된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여 현금급여 지급을 통해 장애인당사자 및 가
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소득보전급여임을 고려할 때, 수급
요건으로서 장애 평가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의학적 손상이 근로능력(소득
능력)을 어느 정도 손상시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함
○ 따라서 근로능력 상실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
8) 이 때 분석의 대상이 된 급여는 전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에서 장애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기본
급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수급자 규모나 지급액 수준에 있어서 비교 우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소득보전급
여이며, 부가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한 추가비용급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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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학적 손상 수준에 근거하여 비기여 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이탈리아, 일본 및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정책 효과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 자산조사 방식의 경우에는 보편적 급여인 기초연금 및 조건부 기초연금은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처럼 개인을 포함하여 부양의무관계에 있는 가족구성
원의 소득 및 재산까지 조사하여 연금수급자를 선별하는 사회연금을 실시
하고 있는 5개 국가의 자산조사 방식을 비교한 결과,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장애인 개인의 소득만을 조사하여 가장 관대한 자산조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한편 일본은 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만을 조사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와 우리나라는 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조
사함으로써 가장 엄격한 자산조사 방식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가장 정책적 관심이 높은 급여 수준의 경우, 금액상으로는 이탈리아와 우리나
라를 제외한 7개 국가 모두 월 100만원을 상회하였는데, 가장 지급액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서 월 3,337천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로서 월
200천원이었음. 9개 국가의 비기여 연금 지급 수준을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
하기 위해 월 지급액을 해당 국가의 평균소득으로 나누어 본 결과, 우리나라
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비기여 연금의 평균소득 대비 비중이 10%를 초과하
였고 평균은 23.6%에 이르렀음. 평균소득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
크로서 무려 50.8%에 달하였으며, 이어서 네덜란드 25.8%, 아일랜드 24.0%,
핀란드 20.0%, 일본 19.8% 등의 순이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균소득 대
비 비중이 6.3%로서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가 현격하였음
○ 마지막으로 선진 9개국의 비기여 연금의 재원을 비교한 결과, 네덜란드, 스
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우리나라 등 6개국이 조세를 재원으로 하
고 있었으며, 노르웨이와 이탈리아가 조세와 연기금(보험료)을 공동 재원으
로, 일본의 경우에는 연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차이점을 보여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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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요 선진국의 비기여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 비교
구분

기초연금
노르웨이

제도명

Grunnpensjon
(uførepensjon)

장애 기준

근로능력손상 50%
이상

자산
조사

Työkyvyttömyyseläke

최소 25% 이상
근로능력손상

적합직종에서의
영구적 근로무능력

안함

안함

기여연금소득
(장애인)

기여연금소득
(장애인)

지급액

6,601크로나
(1,292천원)

1,446.60유로
(2,109천원)

983유로
(1,433천원)

608.63유로
(887천원)

18.0%

25.8%

16.9%

20.0%

조세+연기금

조세

조세

조세

평균
소득
대비
재원

구분

제도명

장애 기준

급여
1)
수준

Grantiersättning
(sjuk-och
aktivitetsersättning)

종류
범위

급여
수준1)

자산
조사

네덜란드
Wet
arbeidsongeschiktheid
svoorziening
jonggehandicapten
(Wajong)
17세 전에 발생한
장애로 25% 이상의
근로능력손상

조건부 기초연금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Førtidspension

Disability
Allowance, Blind
Person’s pension

사회연금
이탈리아
Pensione
d’invalidità
civile(assegno
mensile di
assistenza)

일본

한국

障害期初年金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어떤 종류의
유급고용에
적합직종에서의
20세전
최소 74% 이상의
종사할 수 없을 근로불가능(등록
장애발생자로서
장애율
만큼 영구적인
시각장애인)
1, 2급
근로능력상실

1, 2급 및
3급 중복

종류
범위

소득
(장애인)

소득+재산
(장애인, 배우자)

소득
(장애인)

지급액

17,075크로나
(3,337천원)

752유로
(1,096천원)

278.1유로
(405천원)

88천엔
(1,052천원)

200천원

50.8%

24.0%

13.5%

19.8%

6,3%

조세

조세

조세+연기금

연기금

조세

평균
소득
대비
재원

소득
소득+재산
(장애인, 배우자) (장애인, 배우자)

주1) 급여수준은 2012년 1월 1인 가구 기준 기본급여 월 최고액이며(단, 한국은 2014년 7월 기준임), 평균소득대비
비중은 2007년 추정치임
출처: 1) EU, MISSOC
2)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1.
3) 네이버 환율정보(2012.01.02 17:49 63회차 외환은행 고시기준 매매기준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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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9개 국가의
급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수급요건으로서 장애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능력 손상 사정의 객관성과 엄격성이 결여된 낙후된
장애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상 효율성이 매우 취
약하였으며, 지급액에 있어서는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6.3%로 비교 대상 국
가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보장정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에서 제도적 후진성을 보였음

Ⅴ. 장단기 주요 추진과제(중분류 및 분류별 세부과제)
1. 근로능력에 기반한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이후 장애인연금의 핵심 수급요건으로서 근로능
력평가체계의 도입이 요구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근로능력의 손실 또는 현
저한 저하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연금의 대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로 인한 개인
의 근로능력(소득활동능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system), 구체적으로 의학적 손상과 기능적 능력 제약, 비건강적 인적자본
특성과 노동시장 상황 등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등 의학적 모델과 사
회적 모델을 통합한 생심리사회모델(bio-psycho-socio model)의 장애 개념
에 기반한 근로능력 평가 모형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근로능력 평가 체계 도입: 평가방법, 평가주체, 평가결과의 적용 등
-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개선: 일시 장애연금 및 일시 장애인연금 도입

2. 중증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직업재활시설의 네트워크형 통합으로 일자리 규모 확대
○ 장애인의무고용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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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지원을 통한 빈곤 감소 및 생활 안정 강화
1) 장애연금(국민연금)의 지급 대상 확대 및 급여 수준 제고
○ 장애인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
○ 장애연금 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제고
○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소득 고려 및 선 재활서비스-후 급여 체계 도입

2)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 급여 수준 인상
○ 장애인연금을 기본 소득으로 개혁
※ 소득활동 불능 및 감소에 대한 사회적 보상 + 추가비용 지출 등 장애 비용에 대한 실질적
보상 + 자립생활 계획에 대한 지원 ⇒ 장애 기본 소득

3) 보호수당 및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
4) 청년장애인 소득 및 고용지원 체계 도입(한국형 Wajong 도입)

4.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근로지원정책 연계 방안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
금으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으로 전환 및 통합하여 재구조화
- 65세 전후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이행 시 불합리한 요소 개선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근로능력 평가 도입 시 이와 연계하여 국민연금 가
입자의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함으로써 보편적 사회보험의 역할 제고
- 국민연금의 장애인 근로능력 제고 및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 지원 강화
○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 기능을 ‘장애연금 - 장애인연금’이 담당하
면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장애연금 - 장애인연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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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급여수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기초연금과 연계
○ 장애수당을 중심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장애인 대상 급여 및 서비스
지원 확대를 고려하여 장애수당 수급대상 및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단계
적 인상 추진
- 장애정도에 따른 활동 제약 및 추가 비용의 차등을 고려하되, 장애유형별
차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고려요소 반영

2) 장애인 대상 근로지원정책 확대 및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연계방안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연계방안
- 생계급여 등 맞춤형 개별급여 수급대상 선정 시 장애인에 대한 근로소득공
제 적용하되,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검토
- 장애수당 재설계 및 단계적 확대 시 소득보장체계 구성 원리에 따라 장애연
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의 경우 소득평가액 산정 시 반영
○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장려금 산정 및 자녀장려세제의 자녀장려금 산정 시
별도의 규정 마련 검토 또는 장애인 대상 급여체계(Disability Tax Credit)
도입 검토
-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되므로, 장애인의 근
로활동 참여에 대한 급여율 인상 등 별도 급여체계 적용 검토
-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소득기준 하한(최소소득기준 연간 100만원)으로 인한
적용 배제 문제 개선
- 장애인 대상 환급형 세액공제 신규 도입방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연계검토 필요
∙ 장애인 인적공제 및 각종 특별공제의 경우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면
세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므로 역진적
○ 장애인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적용
- 장애인 취업지원 및 저소득 근로장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
해 사업장 기준 완화 추진
∙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저소득
장애인 사회보험료를 중심으로 지원하여 연금 및 고용보험 수급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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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의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하여 근로활동에 따
라 사회보험료 납부 시 이와 연동하여 장애연금 수급자격 충족 및 연금급
여액에 연동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 장애인 대상 희망키움통장 제도 신규 도입
- 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근로소득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희망키움통
장 참여대상 근로소득 기준과 본인저축액, 매칭율 등을 조정하여 장애아동 또
는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희망키움통장 신규 설계 및 도입 검토
- 희망키움통장 I 탈 수급 전제조건 아닌 근로활동 참여유지 등을 조건으로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지원하거나 국민연금 등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장애인 고용-복지 통합 사례관리 강화
- 근로능력 있고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근로활동 및 취․창업지원서
비스 참여 관련 읍면동 사례관리 및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연계 강화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 연계하여 장애인 전담 고용-복지 연
계 서비스 제공 강화

5.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
1) 직업재활 사례관리 코드 시스템(Case Status Codes) 개발 및 정착
○ 사례관리 코드 시스템은 직업재활의 과정에서 주요 단계에서 서비스를 받
을 때 경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정부에서 정하는 방식임
○ 이 코드 시스템은 개별 재활상담사,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직업재활의 사
례관리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 02: 서비스 신청
- 04: 대기 접수(중증장애 우선으로 우선순위가 1-3단계로 있으며, 2개 이상의
중복장애인 경우, 1순위, 1개의 중증장애인 경우 2순위, 그 외는 3순위임)
- 06: 확대 평가(장애 때문에 고용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어떤 서비스가 제
공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 실시)
- 08: 적격자 판정 이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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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적격자 판정(장애 때문에 고용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직업재활 서비
스를 통하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
- 12: 개별고용계획(IPE) 작성
- 14: 상담 및 지도(Counseling & Guidance)(단순히 상담이나 지도를 통하여
직업배치가 가능한 경우임)
- 16: 회복(신체적 정신적 회복)
- 18: 훈련
- 20: 직업준비(Ready to Work)(구직이나 일을 할 준비가 된 상태임)
- 22: 고용(고용이 시작됨)
- 24: 서비스 중단(위의 14에서 22의 상태에서 서비스가 중단됨)
- 26: 재활(성공적으로 종결됨)
- 28: 재활 중 종결(IPE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종결됨)
- 30: 재활 전 종결(IPE 서비스 제공 전에 종결됨)
- 32: 고용 후(고용 후 직업유지를 위해 IPE가 개발됨)
- 38: 대기에서 종결

2) 직업재활서비스의 범위 설정 및 개념 명료화
(1) 직업평가
(2) 직업상담
(3) 구직, 직업배치, 직업유지, 사후지도
(4) 직업적응훈련, 교육이나 훈련
(5) 보조공학 및 편의시설
(6) 교통(출퇴근)
(7) 직업경험, 현장훈련, 활동보조
(8) 지원고용
(9) 수화통역, 이동 등 장애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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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중심 직업적응훈련(Community Based Work Adjustment
Training)의 체제 개발 및 정착
○ 구직과 직업유지에 필요한 작업 기술(work skills), 작업습관(work habits),
직업유지(job retention)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임
○ 상황평가를 통하여 직업적응훈련 계획을 개발하고 직업배치 및 직업코칭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
○ 이 훈련은 직업준비에 도달하도록 코드번호 20(ready to work)에 도달하도
록 하며 지원고용에서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의미하지는 않음
○ 5일 이내의 상황평가 실시 – 지역사회에서 고용이 될 때까지 집중적인 직
업개발 및 직업배치 서비스 제공 – 취업하고자 하는 현장에서 단기간의
직업코칭 제공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어느 정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적어도 1개월에 1번 이상 지역사회 기반 직업적응훈련 과정에 대한
문서 작업 수행
○ 5단계: 1단계 – 상황평가 실시 및 직업적응훈련 계획서 작성; 2단계 – 직
업개발 서비스(10 곳의 사업체에 구직 서류를 제출하고 3곳에서 면접 실시;
3단계 – 직업배치 서비스(사업체에 배치되고 14일 이상 근무); 4단계 –
직업코칭 서비스(주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드번호 22로 이동); 5단
계 – 성공적 고용 성과(90일 이상 서비스 없이 직업을 유지함. 코드번호
26으로 종결)
○ 만약 장애 때문에 직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3,4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
고, 사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3단계에서 지
원이 다시 제공될 수 있음

4) 학령기 직업적응훈련(Work Adjustment Training in School) 제도
정비 및 정착
○ 고등학교나 전공과 졸업 전에 경쟁고용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학교에서 직업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단축시킴.
○ 학생은 긍정적 작업습관 형성, 적절한 작업 행동을 형성하고 특정 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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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훈련을 받으며, 재활상담을 받음
○ 학생은 매일 1-2시간씩 작업을 하게 되며, 18개월 이내로 수행됨
○ 학생은 사업체에서 매일 일을 하는 직업훈련비로 최대 월 $40을 받으며, 이
는 일을 하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이고 급여는 아님
○ 학생은 배치된 작업장에서 작업수행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음

5) 직업경험 (Work Experience) 제도 정비 및 정착
○ 직업경험에는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 OJT), 인턴십, 무급 직업체험
등이 여기에 속함

(1) 현장훈련(OJT)
○ 장애인이 객관적인 평가(objective assessment)를 받은 후 IPE에 따라 고용
주가 장애인에게 사업체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고용주는 장애
인을 고용하며 현장훈련을 함에 따라 생산성이 낮거나 훈련에 소요되는 비
용이 발생하는 등의 추가비용을 받게 됨
○ 현장훈련 시에는 문서로 된 동의서(Written Agreement)를 작성해야 함
○ 현장훈련은 생산성이 낮아 발생하는 임금의 보전 및 훈련과 관련하여 추가
로 발생하는 비용의 50%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술 향상이나 보다 복잡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현장훈련은 그 비용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현장훈
련-WRAP(Wage Reimbursement for Advanced Placement) 프로그램임

(2) 인턴십
○ 인턴십은 6개월 혹은 1,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정부로부터 인턴십
에 대한 동의서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인턴십을 하는 동안 받게 되는 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하되 총액이 $10,000을
넘지 않아야 함
○ 인턴십은 중등이후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학생 현장훈련(14-24세 학생)은 사전에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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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18세 이전의 청소년에 대한 현장훈련은 보다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실
시됨

(3) 급여 없는 직업경험
○ 급여 없는 직업경험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가능함
○ 실제 사업체의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훈련이 직업학교에서 실
시하는 훈련과 유사함
○ 그 훈련은 훈련생이나 학생에게 도움이 됨
○ 훈련생이나 학생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세심한 슈퍼
비전 하에서 일을 함
○ 고용주는 훈련생의 활동으로부터 즉각적인 이익을 받지 않으며 심지어 사
업체 운영에서 방해를 받을 수 있음
○ 훈련생은 훈련을 종료할 때에 취업을 하는 조건이 아님
○ 고용주나 훈련생 모두 훈련 시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함

(4) 직업탐색, 직업평가, 적응훈련을 위한 직업경험
○ 직업탐색은 직업경험별로 5시간 이내로 함
○ 직업평가는 직업경험별로 90시간 이내로 함
○ 적응훈련은 직업경험별로 120시간 이내로 함

6) 지원고용 (Supported Employment) 제도 정비 및 정착
○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IPE에 연장된 서비스(extended services)가
필요한 경우임
○ 18개월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며, 90일 직업유지 후 종결이 가능함
○ 5단계: 1단계 – 상황평가 실시 및 고용계획서 작성, 2단계 – 직업개발 서
비스(10 곳의 사업체에 구직 서류를 제출하고 3곳에서 면접 실시, 3단계 –
직업배치 서비스(사업체에 배치되고 14일 이상 근무), 4단계 – 안정화(주 1
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작업환경에서 동료들과 편안한 상태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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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 5단계 – 성공적 고용 성과(90일 이상 서비스 없이 직업을 유지함.
코드번호 26으로 종결)
○ 지원고용 후 직업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고용 후 서비스(post-employment
services)가 제공될 수 있음

7) 직업조정(Job Accommodation) - 연구 개발을 통한 다양한 자료 축적
○ 미국의 경우, job accommodation, reasonable accommodation과 같은 용어
가 사용되며, 영국의 경우 reasonable adjustments for disabled workers가
사용됨
- 장애영역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 직업별: 예술, 교육 건강, 재무, 생산, 대인, 일반사업체 등
- 도구별: 자료입력 도구, 인지 관련 도구, 운동 관련 도구, 시각 관련 도구 언
어 관련 도구 등
- 주제별: 접근성, 법, 재원, 가족, 교육,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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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미래포럼 분과별 발표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서비스·자립 분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Ⅰ. 현황과 문제
1. 제도적 분절성
- 1세대 모델(분리와 동정 모델,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형시설), 2세대 모델(개별재
활모델, 개인의 능력 개발이 강조되는 서비스), 3세대 모델(자립생활 지향모델,
서비스 자기결정형 서비스) 등이 혼재되어 있음
- 중앙정부의 재정과 관여가 이루어지는 국고보조사업(활동지원, 발달재활, 일부
거주시설 등)과 중앙정부는 포괄적인 지침만 제시하고 서비스의 설치 운영을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지방이양사업(장애인복지관, 주가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구분
국고보조사업

1세대 모델

2세대 모델

- 지역사회 분리된 대형

-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

거주시설(30인 이하)

3세대 모델
- 활동지원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 가족양육지원

- 단기거주시설
지방이양사업

-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관

- 자립홈 등

- 주간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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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의 불공정성
- 보편적 진입 체계가 없음
- 서비스 공급자가 이용자를 선발하는 구조
- 최중증이 배제되는 구조(동일한 시간당 임금, 시설 당 동일한 인력 배치 등으로)

3. 공급자 주도성
- 서비스 재정에 대한 일괄 연 단위 정액 보조금 방식
- 서비스 결정에 이용자 참여 장치 미흡

Ⅱ. 비전과 목표
1. 공급체계의 통합성 제고: system integration
- 서비스 급여체계(이용대상, 급여량 등) 개편
- 이용자 욕구에 부합하는 팩키지 형태의 서비스 제공

2. 공평한 접근성 강화: fairer access
- 등급제 폐지 이후의 맞춤형 전달체계를 one-stop 진입점으로 설정
- 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 급여와 급여량을 결정하는 욕구평가 체계

3. 이용자 주도성과 유연성 제고: personalisation
- 서비스 욕구평가에서의 자기평가(self-assessment) 절차 도입
- 이용 가능한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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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방향
1. 개편 대상 서비스
구분

비거주 서비스

거주지원서비스

중앙정부 주도

- 활동지원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 가족지원서비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요양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 체험홈

지방정부 주도

- 장애인복지관
- 주간보호시설

- 공동생활가정
- 단기거주시설
- 자립홈

2. 서비스별 개편 방향
1) 중앙정부 주도의 비거주서비스: 개별적 자립지원 서비스(바우처서비스)
“자립을 위한 기본서비스”
- 서비스 통합성 제고
: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로 포괄하여 통합(한 구조로 통합 또는 개별적 제도로
분리?)
: 보조기기 등 국고보조로 시행되는 개별서비스들을 흡수
- 서비스 유연성 제고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활동, 발달재활, 가족지원, 보조기기 등 이용
: 서비스 칸막이 제거 해 가면서 개인예산제 도입 타당성 검토
- 일자리 질 제고
: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 방안
: 활동보조인, 발달재활제공인력 등에 대한 훈련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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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 주도의 비거주서비스: 지역통합(밀착)형 지원서비스
“자립을 위한 통합서비스”
- 서비스 진입제도 개선
: 일부 서비스의 이용자의 진입을 맞춤형 전달체계로 통하는 방안
: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센터를 통하여 이용 진입 방안

- 공평한 접근성 확보
: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
: 문화여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지역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 이용자 주도성 강화
: 다양한 자조모임의 지원, 특히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중점 지원
: 일상에서의 학대나 권리 침해에 대한 일차 지원망의 역할 강화

3) 거주지원서비스: 거주시설에서 자립주택까지
“연속형 거주지원 스펙트럼”
- 서비스 통합성 제고
: 대형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지역사회로의 이전
: 다양한 거주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욕구에 맞는 지원 (supported housing, 발
달장애인가족 공동주거단지 등)
: 거주지원서비스와 비거주서비의 적절한 결합
- 공평한 접근성 확보
: 거주시설 이용자격을 수급자, 무연고자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 장애정도와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이용자격제도 마련
: 국고보조사업의 거주시설과 지방이양사업 거주시설의 이용경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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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주도성 강화
: 지원주택의 개발을 통해 거주자의 주도성 강화
: 주택임대 제도 확대를 통해서 주거 안정성 확보

Ⅳ. 해외 정책 및 제도
1. 영국1)
-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평가는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에서 담당한다. 지역에 거
주하는 모든 성인은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서비스국으로
부터 사정을 받게 되며, 사회서비스국은 사정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하
여 제공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 사정과정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관련된 개인의 상황이나 능력에 관련
된 내용과 서비스 제공시 본인의 부담능력에 관련된 재정적 내용이 포함된다.
사정결과에 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각 서비스에 대하여 본
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결정된다.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어떤 시설
에 입소할 것인가는 사회서비스국에 고용된 사회복지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
정되며, 이 결정에 따라 입소절차가 진행되고, 사회서비스국은 시설과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 지방정부가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가는 사회서비스국의 사정을 통해서 결
정된다. 사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한 사정(Fair access to care services assessment)이다. 여기서
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과 기준에 의하여 신청자의 모든 욕구를 고려
한다. 둘째는 재정에 대한 사정(A financial assessment)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1) 영국의 서비스 체계는 크게 아동과 성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아동과 성인의 서비스 진입체계가 다르며, 성인 서비
스 체계는 장애인과 노인을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영국제도는 성인 서비스 체계에 대한 것이다. 영국
의 서비스 이용절차에 대한 내용은 영국 Birmingham 지역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절차를 소개하고 있는 김용득
외(2009)를 주로 참고하여 요약하였으며, 2009년 이후의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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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서비스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에서 신청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결정하게 된다.
- 욕구 사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방정부는 서비스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서비스 욕구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 경우에 지방정부는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욕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에 따
라서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경우에만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중대
한 수준에 있는 경우에도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2)
<표 1> 서비스 제공 판단 기준: 독립성에 대한 위험 수준 평가 기준
구 분

기준(각 항목들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 생명을 위협받고 있거나 위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심각한 건강문제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현재 생활환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선택이나 통제가 전혀 또는 거의 불가능
하거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심각한 학대나 방임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중대한 영역의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것으로 보
심각한 수준
이는 경우
(Critical)
∙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치명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없거나 없게 될 것
으로 보이는 경우
∙ 핵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
이는 경우
∙ 중대한 부분에서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
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잉글랜드 지역 지방정부에 대한 2012-13년 기준 조사결과를 보면 지방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서비스를 받을 자
격을 정하는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1%의 지방정부는 ‘낮은 수준’부터, 13%의 지방정부‘통
상적인 수준’부터, 83%의 지방정부는 ‘중대한 수준’부터, 2%의 지방정부는 ‘심각한 수준’인 경우에만 욕
구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e Quality Commiss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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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준(각 항목들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 현재 생활환경에서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 선택이나 통제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학대나 방임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많은 부분에서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것으로 보
중대한 수준
이는 경우
(Substantial) ∙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유지될 수 없거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많은 부분에서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려
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통상적인
수준
(Moderate)

∙ 몇 가지 부분에서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몇 가지 부분에서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유지될 수 없거나 없게 될 것으
로 보이는 경우
∙ 몇 가지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
이는 경우
∙ 몇 가지 부분에서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
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낮은 수준
(Low)

∙ 한두 가지 부분에서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것으
로 보이는 경우
∙ 한두 가지 부분에서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유지될 수 없거나 없게 될 것
으로 보이는 경우
∙ 한두 가지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한두 가지 부분에서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출처: 김용득․변경희․임성만․강희설․이정호․장기성․전권일․조순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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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국의 사정이 끝나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서비스계획(care plan)이 세
워지고, 계획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용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지원을 받는 방법, 서비스 현금지급이나 개인예산을
통해서 스스로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법, 케어홈(care home)으로 이주하는 방법
등이 있다. 서비스 계획서에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받게 될 서비스,
그에 따른 요금, 계획이 점검된 날짜 등이 기록된다. 지방정부가 일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 민간조직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도 있다. 보호
자가 있다면, 보호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동의한 내용이 계획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사정이 끝난 후 서비스를 대기하는 동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서비스 개시 3개월 이내와 그 후 1년 이내에 이용
자의 서비스계획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비스 현금지급이
나 개인예산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선택하는 경우 제공될 지원서비스가
정확히 기재된 서비스 계획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급받아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하게 된
다. 이 과정을 ‘자기주도적 지원(self directed support)’이라 한다. 자기주도적
지원을 통해서 개인예산이 결정되는 가장 일반적 방법은 자원할당시스템
(Resource Allocation System; RAS)을 통해서이다. RAS 절차는 먼저 supported
self assessment 질문지에 이용자가 응답하도록 하고,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욕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할당한다.

2. 미국3)
- 자립생활패러다임의 영향으로 현재 정신 및 신체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
움은 있으나 활동보조인의 지원으로 생활이 가능한 중증 장애인들도 자기 결정
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최중
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주요한 서비스
3) 미국의 서비스 이용체계에 대한 내용은 미국의 거주시설 서비스 전반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김용득 외(2009)를
주로 참고하여 압축적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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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보조인제도 이다. 미국의 경우 활동보조인제도4)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제
공하고 있다.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상생활(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그리고 도구적 일상생활(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과 관련되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제
도를 신청하면 사회서비스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에서 신청인에게 본
인이 필요한 지원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평가 응답지5)를 보내준다. 일차적으로
신청인이 그 평가 응답지를 작성한 후 이차적으로 담당주치의에게 평가 응답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아 다시 사회서비스국으로 보낸다. 그 후 삼차적으로 사
회서비스국에서 신청인의 집으로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신청인의 집에서 평
가 응답지를 신청인과 함께 마지막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사회
서비스국은 신청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 시간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3. 일본
- 일본의 장애인지원제도는 조치(措置)제도, 지원비(支援費)제도, 자립지원(自立支
援)제도, 종합지원제도로 변화하였다. 조치제도는 행정 기관이 행정처분에 의해
서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는 제도로 이 제도 하에서는 시정촌(市町村)에서 서비
스의 내용, 시설 등을 선정․결정하였다.
- 이후 행정처분으로 장애인서비스를 결정해 온 조치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대등한 관계에 입각하여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지원비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용자
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지원비의 지역격차가 높고, 장애유형
에 따라 지원비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의 문제로 시행 2년만인 2005년
에 폐지되었다.
- 2005년에 제정된 장해자자립지원법에서는 신체, 지적, 정신의 3종 장애종별의
4) HCBS(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 웨이버(Waiver) 하에서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
해 장애인은 재정기준과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5) ADL과 IADL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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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생활지원사업과 취업지원의 강
화, 지급결정의 투명화, 이용자의 응분(應分)비용 부담 도입, 서비스 제공 주체
를 시정촌으로 일원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장해자자립지원
법은 각종 장애관련 서비스를 일원화된 체계로 통합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
었지만, 복지비용을 ‘응익부담’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에게 부담시켰다는 문제제
기에 직면해 왔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장해자자립지원법이 생존권을 침해한
다는 취지의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9년 후생노동성장관이 본 법률의 폐
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본 법률을 폐지하는 경우 서비스 현장에 중대한 혼란
의 우려가 있어 내용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2013년부터 법률명을 ‘장해자생활
종합지원법’으로 개칭하는 수준의 절충이 이루어졌다(조흥식 외, 2013). 따라서
장해자자립지원법의 내용은 사실상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이하에서도 장해자자립지원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장해자자립지원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구축된 자립지원시스템은 장애종별에 관
계없이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체계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제공의 책임
을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에 두고 있다. 자립지원제도는 개호급부, 훈
련등 급부, 자립지원의료, 보장구, 그리고 지역생활지원사업(상담지원사업 등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정촌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과 같은 자립지원급부를 제
공한다.
- 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 이용절차는 케어매니지먼트가 근간이 된다. 시정촌은 심
사회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급결정절차를 투명화하고, 서
비스를 장기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이용자에게 그 문제점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를 도입하였다. 장애복지서비스의 필
요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서비스 지급결정의 각 단계에서 장애인의
심신의 상황(장애정도 구분), 사회활동이나 보호자 등의 상황, 서비스 이용 의
향, 훈련·취업에 관한 평가 등을 고려한다. 서비스 신청에서 지급결정까지의 과
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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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상담지원 사업자)(시정촌)
↓
이용신청
↓
장애정도 구분의 1차 판정(시정촌)
※장애인의 심신 상황을 판정하기 위해 106항목의 사정 실시
↓
2차 판정(심사회와 의사의견)
※ 심사회는 장애보건복지를 잘 아는 위원으로 구성
↓
장애정도 구분의 인정(시정촌)
※ 개호 급부에서는 구분１부터 ６을 인정
↓
감안 사항 조사
※ 지역생활, 취업, 일중활동 개호자, 거주 등(시정촌)
↓
서비스 이용 의향 청취(시정촌)
↓
지급결정(시정촌)

- 장애정도 구분은 장애인의 개호급부 필요도를 의미하는 6단계의 구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 6’으로 갈수록 개호
필요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정도 구분을 위해서는 먼저, 간병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인정조사항목(79개)과 조리나 쇼핑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한 IADL 조사항목을 포함한 총 106개 조사항목을 통해 1차 장애정도를 판
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정촌 심사회에서 특기사항, 의사의견서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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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단기 추진과제
다루어지는 영역의
주요 내용
추진과제

추진내용
개인귀속형
서비스

비
거
주
지
원
서
비
스

<과제 1>
중앙정부사업
(국고보조사업)
(이용자선택형서비스)

<과제 2>
지방정부사업
(지방이양사업)
(지역밀착형사업)

<과제 3>
거주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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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서비스

전부해당

◯ 활동지원제도 중심으로 서비스 통합 단
계 제시
- 1단계: 주간활동, 야간순회 통합
- 2단계: 발달지원형 서비스 통합
- 3단계: 보장구 교부 등 통합
- 4단계: 일부 지방이양사업 통합
(직업재활, 수화통역 등)
- 5단계: 현금지급 방식 도입

일부 해당

◯ 공공전달체계(미래스타트, 발달지역센터)
를 통하여 장애인복지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자조활동, 지역사회 협력(우호) 강화 방
안 제시
* 공공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서는 다루지 않음(별도 진행 중이므로)

전부 해당

대부분
해당

- 기존 대형시설의 소규모화와 최종적으로
지역사회지원주거로 이전(집으로 가는 길,
시설의 지역사회화)
- 새로운 거주지원서비스 욕구에 대해 지원
주택 서비스 모델 개발(집에서 가는 길,
자립형 주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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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과제 1
: 중앙정부 주도의 비거주서비스: 개별적 자립지원 서비스(바우처서비스)
“자립을 위한 기본서비스”

1) 세부추진과제 1-1: 서비스 통합성과 유연성 제고
: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로 포괄하여 통합(한 구조로 통합 또는 개별적 제도로
분리?)
: 보조기기 등 국고보조로 시행되는 개별서비스들을 흡수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활동, 발달재활, 가족지원, 보조기기 등의
단계적 통합
- 1단계: 주간활동, 야간순회 통합
- 2단계: 발달지원형 서비스 통합
- 3단계: 보장구 교부 등 통합
- 4단계: 일부 지방이양사업 통합(직업재활, 수화통역 등)
: 서비스 칸막이 제거 해 가면서 개인예산제 도입 타당성 검토

2) 세부추진과제 1-2: 활동보조인 등의 일자리 질 제고
: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 방안
: 활동보조인, 발달재활제공인력 등에 대한 훈련제도 검토

2. 추진과제 2
: 지방정부 주도의 비거주서비스: 지역통합(밀착)형 지원서비스
“자립을 위한 통합서비스”
-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중앙정부 주도의 비거주 서비스가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유연화,
103 ▮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1차 포럼

통합화를 통해 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화하도록 개편된다면, 지방정부 주도의 비
거주 서비스는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
는 지역사회 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개편되어야 함

1) 세부추진과제 2-1: 서비스 이용제도의 개선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역센터와 연결된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제도 구축)
: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서비스 중심의 책임 강화(재정지원 방식
의 조정,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 마련)
: 일부 서비스의 이용자의 진입을 맞춤형 전달체계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들의 기능 및 역할 재
정립

2) 세부추진과제 2-2: 지역사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바우처 형태로 전달되기 어려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장애인 참여와 주도
성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 여가 프로그램 등)
: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지역사회(비장애인) 개방성 확대
: 장애인과 지역 내 다른 소수집단과의 연대 방안 마련
: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의 모델 개발
: 중증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지역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3) 세부추진과제 2-3: 서비스 이용자의 주도성 강화
: 다양한 자조모임의 지원, 특히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중점 지원
: 일상에서의 학대나 권리 침해에 대한 일차 지원망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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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과제 3
: 거주지원서비스: 거주시설에서 자립주택까지
“연속형 거주지원 스펙트럼”

1) 세부추진과제 3-1: 지역사회중심의 거주시설로 개편
(집으로 가는 길, institution에서 home으로)
: 대형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지역사회로의 이전
: 다양한 거주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욕구에 맞는 지원
(supported housing, 발달장애인가족 공동주거단지 등)
: 거주지원서비스와 비거주서비의 적절한 결합

2) 세부추진과제 3-2: 서비스 이용 자격기준 개편
: 거주시설 이용자격에서 수급자, 무연고자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 장애정도와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이용자격제도 마련
: 국고보조사업의 거주시설과 지방이양사업 거주시설의 이용경로 통합

3) 세부추진과제 3-3: 자립형 주거모델 개발
(집에서 가는 길)
: 지원주택의 개발을 통해 거주자의 주도성 강화
: 주택임대 제도 확대를 통해서 주거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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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미래포럼 분과별 발표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건강 분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1.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의미와 목표
○ 장애인 건강권의 의미
-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
강을 향유할 권리
- (장애인건강법)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
○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목표
- 장애인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신체적 차원, 의료시스템 차원,
이동성 차원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을 갖게 됨
⇒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
- 장애인은 비장애인 비해 취약한 건강상태 및 더 많은 건강문제를 가짐에 따
라 만성질환의 조기 발병 및 이차장애 발생의 위험이 높음
⇒ 급성기 치료 이후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2차 장애를 예방
∙ 장애(1차·2차 장애)와 직접 관련된 보건의료서비스 필요
∙ 만성질환 등 장애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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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건강 관련 서비스(급여) 현황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unity Based Rehabitation)
※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사업 중 하나로 시행중

- (대상자) 해당 지역 등록장애인의 5% 이상(사업 목표)
∙ 등록 및 퇴록 기준

정기
관리

등록기준

퇴록기준

뇌병변, 지체 1～3급 장애인 중 사고나 질환
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기능평가(MBI) 60점 이하, 삶의 질(EQ-5D)
0.808점 미만
와상 상태로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

재활목표를 달성한 자
1년 관리후 기능평가 90점, 삶의질 0.808점 이
상인자
→ 재평가하여 정기, 부정기로 다시 등록
대상자가 가족이 거부하는 경우
전출, 사망

연1회 이상 재활 관련 행사 참여, 상담, 교육이
재활목표를 달성한 자
필요한 장애인
부정기
대상자가 가족이 거부하는 경우
MBI 60점 이상, 삶의 질 0.808점 이상
전출, 사망
손상 후 5년 이상인 자
병원에서 조기퇴원한자로 재활치료 필요한 자
장애 등급 받은 수 정기관리로 전환
미등록 허약노인, 관절염대상자 중 재활관리가 필요한
프로그램 종료하는 경우
자

∙ 대상자 현황(‘15.12월 기준) : 약 6만8천명
구분

보건소
관리대상자

보건소
관리장애인

정기
부정기
미등록
관리대상자 관리장애인
비율(%)
관리장애인 관리장애인 관리대상자 비율(%)

전체

68,285

59,729

24,907

34,822

9,557

4.9

4.3

기존

60,630

52,823

22,094

30,729

8,550

5.5

4.8

신규

7,655

10,468

2,813

4,093

1,007

2.6

2.4

- (서비스) ①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② 장애인․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보건정보 서비스
③ 방문재활 등 재활치료서비스
④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⑤ 장애발생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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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⑦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를 통한 지역사회자원 및 기관과의 연계
- (제공체계) 전국 재활사업 운영보건소(171개소, ‘15.12월 기준)
∙ (인력) 직제상 팀구성 또는 기능형 재활팀* 5명** 이상 구성 권장
* 직제상 팀은 아니나 사업 운영을 위해 구성된 팀
** 정규직 담당자 1명과 재활전담요원 1명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
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연계인력 구성

- 사업 실적(`15년 기준)
장애인재활사업
구분

전체

장애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발생
예방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

장애인‧가족지지
프로그램

장애예방
프로그램

회

실인원

회

실인원

회

실인원

회

실인원

회

연인원

11,141

20,050

63,600

27,323

2,593

9,904

1,932

7,333

7,351

136,126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 보건소가 주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영양 등 13개 영역에 대
한 건강증진사업 수행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
토피 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모자보건),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 건강
관리

- 최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동’)에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 집중 제공
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추진중(‘16년 현재 70개소 지원)
* ’07년부터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지자체 설치·운영비 부담, 진료기
능을 둘러싼 민간과의 갈등 등으로 확산에 어려움 겪음에 따라 인력, 설치규모, 설치방식
등을 효율화하여, 관할 지역에 특화된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모형으
로 전환 추진(‘14년)

∙ (사업내용)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사업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선
정하되,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 건강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필수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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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상근은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사업기획·
관리 인력 등 포함 5~10인 이상 배치 권장(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
인력 등)
○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장애인 건강증진 관련 107개 사업 시행중(‘15년 기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운동

u-health
(만성질환관리)

장애아동
재활

기타

58개

22개

18개

4개

2개

3개

- (지원대상) 장애인의 경우 중위소득의 140% 이하
- (지원기간) 6개월~12개월
- (서비스 비용) 1인당 월 6~25만원(본인부담 30% 이하)
- (서비스 내용) 물리치료, 운동처방, 건강상담․교육, 심리치료, 승마, 수중운
동, 만성질환관리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생활 체육 지원 사업
- 시도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 장애학생 배치 학교 체육교사 연수 등 통한 통합체육보급
-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http://sports.koreanpc.kr), 병원, 찾아가는 생활체
육서비스* 운영
* 인터넷,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운동처방, 운동지도, 동호회 소개 등 상담

- 장애인 생활체육 용기구*, 생활체육지도자(324명)** 교육 및 배치
* 한국형 휠체어사이클, 동계스포츠 용기구 등
* 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인 프로그램 현장 순회지도, 동호인 클럽 운영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 저소득 장애인(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대상)에게 건강보험 급
여항목에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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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는
미지원

- ‘15년 지원대상 85,320명, 예산 약 310억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등급(1~6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유산,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장애인 재활, 구강 치료 관련 의료 전달체계
- (권역재활병원) 전국 6개 권역재활병원에서 재활의료, 공공재활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
- (재활전문병원)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
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며
재활전문병원 10개소 지정
*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전문병원 관리료 수가 지급

- (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국 18개소 운영중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구강보건법에 따라 전신마취 등 전문진료가 필요한 장
애인 구강환자의 전문진료 및 구강검진 등 지원, 비급여 진료비(최대30%) 지원
○ 건강증진 시범사업
- 지역사회 1차의료시범사업에서 진료와 전문상담을 결합한 서비스를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제공
- 보건소 기반으로 U-health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준비중
* 송파구 보건소 자체사업(스마트주치의사업)으로 기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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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보조기구 교부사업)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급여지원, 무료교부사업 등을
복지부, 고용부 등에서 실시
<정부 보조기구 교부사업 현황>
부처

보건복지부

사업

건강
보험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고용노동부

보훈처

미래부

장기요양
보조기구
의료급여
보험
교부

산재보험

보조공학
기기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

정보격차
해소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 및
차상위

산재보험
가입자

장애인고용
사업주

국가유공
상이자

등록
장애인

의지
보조기,
휠체어,
스쿠터

욕창방석,
음성시계
등

의지보조기,
직업용
특수
휠체어

정보접근
보조기구,
작업기구

의지보조기,
욕창방석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의지
주요
보조기, 욕창방석,
지급
휠체어, 목욕의자
품목
스쿠터

- (보조기구센터) 장애 유형 및 욕구 등에 따른 정보제공, 상담, 평가, 공적급여
연계,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보조기구센터 운영 현황 : 중앙 1, 광역 10개소>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도

국립재활원
(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남
인천

전북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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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건강관련 서비스 필요와 미충족 필요
○ WHO CBR 매트릭스로 본 장애인 건강 관련 서비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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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 예방
-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 또는 전체 국민 대상의 건강증진 프로그
램 제공, 전국민 건강검진, 장애인 재활체육 등 실시
- 본인 건강상태, 건강행태 및 습관, 서비스 이용 욕구 등과 연계된 서비스 컨
텐츠 부족, 이용 가능한 기관, 시설, 전문인력, 운영방안 등 제공체계 부족
⇒ 지역자원에 대한 연계 및 정보 제공, 본인 상태에 대한 평가 및 이에 근
거한 등록․사례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 재활운동․체육 등 확대방안
검토
○ 의료
- 비용부담 등 경제적 접근성 : 차상위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급여 본인부담까
지 대부분 지원하며, 희귀난치질환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 등에 따라 급여
적용 의료비 부담은 크지 않으나, 뇌성바미, 뇌병변 장애 등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큼
* 통증완화를 위한 보톡스 등 약제비, 디스크 수술 등 비급여 부담이 큼

- 의료공급자간의 조정․연계 미흡, 짧은 의사대면시간, 의료제공자와의 의사
소통 어려움, 정보제공 부족, 위축되는 느낌(장애인 배제, 모멸감, 무능감 등)
등 의료이용 과정에서의 어려움
-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을 위한 교통문제 : 장애인콜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의료기관 이용의 경우 배차를 우선하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이용에 어
려움
- 의료기관 시설 이용 편의문제 :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문제로 건강검진 수검
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이용에 불편
⇒ 다양한 민간공급자가 존재하고, 건강보험 등을 통한 비용 지원제도가 있
으나, 비용 지원의 사각지대와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등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 확대방안 모색
○ 재활
- 재활병원, 재활전문병원 등 재활 관련 의료기관 지원사업 및 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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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이고 충분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길 원하나, 수가 등의 문제로 2~3개
월 간격으로 병원을 전전하거나,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낮은 강도로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재활치료 효과성에 문제
- 건강보험 수가 : 가산제 미적용, 입원료 체감, 재활의료서비스 보장성 저하 등
으로 장애인 진료 기피 현상 및 질적 저하, 초기재활치료의 어려움, 전문재활
서비스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재활의료기관 지정,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재활치료 효과 및 공급 확대
○ 보조기기
- 현재 보조기기 지원은 5개 부처 9개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지원 사업 규모가 가장 큼. 보조기구센터를 통해 보조기기 이용
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12.29. 공포, ’16.12.30. 시행 예정, 이하 “보조기기법”)이 제정됨
- 건보 보장구 지원 단가 현실화, 저소득층 보조기구 교부사업 확대 요구
- 산재되어 있는 유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 정비 등 지원 사업 효율화 필요
⇒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 보장구 등 보조기기 지원 사업 강화, 사업 추
진체계 개편 정비 등 법 시행 준비 필요
⇒ 보조기구 전달체계 정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
하는 방안(장애인 대상 통합적 사례관리)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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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모형(안)

-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등록 관리
- 대 상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전체 장애인으로 하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내 용 : 등록 및 사례관리
표준화된 서비스 모형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주치의, 교육, 정보, 재활체육 운동, 방문보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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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록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맞춤 서비스와 연계

- 고려사항 : 관리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전체장애인 VS 건강상 위험요인
이 있는 장애인, 중증 VS 경증), 보건의료센터의 지역적 범위 등 검토 필요
○ 장애인 건강검진(안)
- 목적 : 장애-비장애인 간 수검율 격차 해소, 검진을 통한 질병 조기진단 및 치
료, 사후관리를 통한 건강수준 향상
- 대상자 : ‘이동성 제약이 있어 수검률이 떨어지는 장애 유형(뇌병변장애, 지체
장애(하지 기능장애) 등)’, ‘이차장애 및 만성질환 발생 위험군’ 등
-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의 지정
∙ 장애인용 시설, 장비, 인력(보조인력 등 포함) 기준
∙ 검진 매뉴얼의 준수, 의료진 대상의 장애 특성 이해 교육 의무화
∙ 추가 인력, 시간 등의 소요에 대한 보상을 위한 수가체계 등 인센티브
- 검진 항목의 설계 및 운영매뉴얼 개발
∙ 국가 검진(건보공단 시행검진) :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암 검진
∙ 장애인 검진 :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
- 고려사항 : 효과성․비용대비효과․중요성 등 국가건강검진 원칙에 따른 근
거, 예방적 목적의 건강검진에 적합한지,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진단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검토 등 필요

119 ▮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1차 포럼

○ 장애인 건강주치의(안)
- 제도 모형(안)

- 제공 서비스
∙ 일반 의료서비스 : 상담(전화, 방문 포함), 만성질환 관리 등
∙ 장애관련 의료서비스 : 주기적 관리, 재활, 장애로 발생 가능한 질환 및 2차
장애 예방 등
- 대상자 :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제도 초기에는 대상을 한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 선정 기준(안) : 장애 1-3급 & + α
1) 의료적 필요(need)가 높은 장애인
: 의료이용이 많은 장애 유형, 미충족 필요가 높은 장애 유형 등
2)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3) 의료적 필요가 높고,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 120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건강 분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 주치의 자격 :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애 해당 전문의 등
- 지원센터 : 장애인 의료이용 지원, 주치의 지원
∙ 이동차량, 수화통역사 등
∙ 관리 : 주치의 지정․교육 등 인력 확보, 주치의 및 환자 등록, 환자 정보
관리, 질 관리
∙ 연계 체계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 의료기관, 복지기관과의 협력
- 지불방식 : 인두제 + 성과급(영국, 네덜란드), 인두제 + 행위별수가제(노르웨
이), 행위별 수가제(프랑스, 독일)
- 수가 수준, 재원(예산, 건강보험)
- 고려사항 : 주치의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 및 주치의 서비스의 내용(1차의료기
능* 중심의 건강관리 VS 중증 장애인의 장애와 연관된 건강문제의 관리 등
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
* 만성질환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제공․교육․상담, 의료기관 및 지역자원 등의 서비스
연계 조정, 지속적 진료, 건강정보 관리 등

○ 장애인 건강관리 기반 구축 및 사업·정책 수행을 위한 근거 도출
-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안)
∙ 장애인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 장애인 건강권
백서 발간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 연구 과제 예시 :
장애인 건강관련 수가체계 등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재활체육 프로그램 개
발, 재활체육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교육컨텐츠 개발, 장애
인

건강코호트

구축

연구,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EPHR(Electronoc Personal Health Record)기반 장애인 원격건강관리 모델
개발 등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안)
∙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 질환발생, 의료이용, 의료비 등에 관한 자료를 지
속적으로 수집․분석 · 가공하여 장애인 보건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등의
등록․조사 · 관리․제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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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통계의 구조화 및 표준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 생산‧
공개‧관리‧활용
∙ 사업 내용 예시 :
자료 수집 및 통계 산출(국가통계), 건강보건통계 포럼, 장애인건강통계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개발 관리, 근거자료 제공 등
-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안)
∙ 장애건강보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제공, 장애관련 건강보
건정보를 통합 구축·관리하여 장애인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사업 내용 : 장애인 맞춤형 건강정보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가칭: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시스템), 장애유형별 Web 접근성 파악-편의성 확보

1단계
(초기)

2단계
(시범기)

3단계
(적용·확대기)

4단계
(정착기)

소
프
트
웨
어

·건강보건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맞춤형
건강정보) 개발

하
드
웨
어

·장애유형별 Web접
근성 및 편의성 개
발

·건강보건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건강보건정보표준화
및 연계시범사업 실
시)
*연계: 국가건강정보
포털

·건강보건정보시스템
적용 문제점 파악,
개선
·건강보건정보시스템
확산

·표준건강보건정보시
스템(정보지식화기
반)구축
·장애대처시스템 구
축

소
프
트
웨
어

·장애인 맞춤형 건강
정보 개발
·장애인 건강정보 고
도화 및 PHR 개념
기반의 정보시스템
개발

하
드
웨
어

·장애유형별 Web 접
근성 파악-편의성
도모 방안 추진 로
드맵 수립(콘텐츠개
발/웝접근성 품질인
증서획득

·국가건강정보포털과
건강보건정보망간
통합 및 기반 구축
·건강보건정보망 개
선 및 평가 시스템
마련
·건강보건정보망 중
기 전략 계획 마련

·건강정보 수집, 운 ·수요자 중심 정보
용 효율화 강화를 콘텐츠 강화를 위한
위한 정보시스템 확 실시한 데이터 전송
대
및 모니터링 체계
·건강정보 보완 및 구축
데이터 분석/관리시 ·정보제공 경로의 다
스템 구축
양화 및 다각화를
·모바일 기기를 이용 위한 모바일 Web
한 정보접근성 극대 접근성 편의성 극대
화 방안 모색
화

구분

방
향

과
제

※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운동․체육, 보조기기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를 거쳐 차기 포럼시 관련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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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미래와 이해”

이광형(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특강_인공지능(AI)의 미래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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