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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연구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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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유형’, ‘장애정책’, ‘국제협력’, ‘직업재활’, ‘편의증진’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요약집에는 주요 분야에 ‘국제협력’ 분야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연구내
용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초통계·자료’ 분야는 ‘2019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보고서’ 외 3개
연구를 수록하였습니다. ‘인권’ 분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었고, ‘장애유형’ 분야는 ‘장애유형별 운동프로그램 개발’ 연구
를 비롯하여 ‘재난취약 유형별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 및 보급방안 연구’ 외 3개 연구를
수록하였습니다.
‘장애정책’ 분야는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Ⅱ: 포괄
적 정신장애를 중심으로’ 외 5개의 연구를, ‘국제협력’ 분야에는 ‘KOICA 장애포괄적 개
발협력사업 운영현황 분석 연구’와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 평가 및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 지속 방안 연구’를 수록했습니다. ‘직업재활’ 분야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방
향성 연구’ 외 3개의 연구를 담았고, ‘편의증진’ 분야에는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개정 연구-무장애 관련 기준 개정을 중심으로’ 외 1편의 연구를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우리 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행한 모든 연구가 관련분야 정책지원을 확
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장애인복지 정책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요약집에 수록된 모든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주신 연
구진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 및 지방 정부부처, 장애계, 학계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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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초통계·자료, 인권, 장애유형, 장애정책, 국제협력, 직업재활, 편의증진
등 시사성 있는 주제와 앞으로의 장애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주제를 발굴 및 선정하여 장
애인복지 정책의 개선 방안과 대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연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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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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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초통계·자료

1. 2019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이혜경, 이수연

요약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단
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또한 국가의 보조금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적정성, 법령과 예산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지님. 따라서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장애인단체의 책
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음.
2019년도 장애인단체 평가는 27개 단체에서 운영한 86개 단위사업 결과보고서가 대상이 되었으
며,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29개 단체에서 제출한 90개 사업계획서가 평가대상이 되었음.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신규단체 및 기존단체에서 제출한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90개가 평가대상이
었으나, 평가결과 기준점(60점) 이하인 사업은 제외되었고, 기존 사업의 통합 등으로 인해 최종 27개
단체의 84개 사업이 대상이 되었음.
2019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조직영역의 경우 16.9점으로 전년대비 0.6점 감소하였으나
사업영역은 72.7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상승하였음. 4개년의 평가결과를 비교해보면, 총점은 근소
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하고 있으나 최소값과 최대값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평가가 지속됨에 따라 사
업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직영역의 경우, 리더십, 전문성 평가 항목에
서 전년대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복리후생, 재정관리 항목은 전년과 큰 변화가 없
었음. 사업영역의 경우, 사업수행의 적절성 영역에서 사업목표와 수행방법의 논리적 상관관계, 인력구
성의 적절성, 홍보전략 활용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수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업에 직접 연결되고 있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음. 사업결과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사업성과 달성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사업성과평가 적절성 항목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
로 나타남. 사업환류 영역에서 내외부 파급효과를 평가하였으며,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사업예산
운영의 적절성 영역에서는 전년보다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전년대비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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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9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개요
1. 평가개요
1) 평가목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제
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규정에 의해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
인단체의 경우,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법령과 예산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보조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도 장애인단체에
대한 평가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및
제8조(법인 사무의 감사·감독)에 의해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
산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 제출해야 하고, 주
무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이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
한 사업의 결과와 계획을 매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의 궁극적 목적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장애인단체의 책임성 강화에 있
다고 할 수 있을 것임

2) 평가대상
○ 2019년도 장애인단체 사업실적 평가는 조직영역과 사업영역을 나누어 실시하는
데 조직영역의 경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한 27개 단체
의 조직운영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사업영역의 경우 27개 단체에서 한 해 동
안 수행한 86개 단위사업의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 한편 2020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법인허가 장애
인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공모한 결과 29개 단체에서 90개 사업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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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3)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으
로 갈음하여, 총 9인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로 구성하였음
○ 평가 대상이 되는 단체 사업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4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각 영역마다 2인의 평가위원을 배정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평가위원은 모든 영역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영역별로 평가위원은 영역별 해당 사
업에 대해 2019년도 사업실적과 2020년도 사업계획을 함께 평가하였고, 2019년
도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였음

2. 평가지표 구성 및 내용
1)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결과 평가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결과 평가지표는 조직영역(20점)과 사업영역(80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직영역: 리더십, 인력관리, 재정관리로 구분
- 사업영역: 사업수행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적절성, 사업환류의 적절성, 사업예
산운영의 적절성으로 구분

2)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계획 평가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기준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계속사업: 1) 사업계획의 적절성(25점), 2) 실현가능성(35점), 3) 투입비용의
적절성(20점), 4) 홍보노력, 지역자원 활용가능성(20점)으로 구성
- 신규사업: 1) 단체의 전문성(5점), 2) 단체의 책임성(5점), 3) 사업계획의 적절
성(30점), 4) 실현가능성(40점), 5) 투입비용의 적절성(10점), 6) 홍보노력, 지
역자원 활용가능성(10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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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의 원칙
1) 평가의 기본방향
○ 2019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는 이전과 동일한 방식과 평가지표를 활용
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위한 ‘보조사업자선
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 사업결과와 2020년 사업계획을 평가하였음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로 참여한 분들은 윤리준수 및 보안을 위한 서명을 하였고,
위원들 간 혹은 위원들과 장애인단체간의 사전 교류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가 객관적이고 위원 간 독립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으며,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대면심사 시에는 위원들 간 논의 및 위
원들과 장애인단체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와 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함
○ 보조사업자선정위원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결과와 계획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연속성을 갖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단체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점수를 매김으로써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
도록 함

2) 평가의 특징
○ 장애인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위원을 4개조(3인 1
조)로 편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 2019년도 사업결과 평가는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하는 서면평가로, 2020년 사업
계획 평가는 사업별로 계획을 발표하고, 위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한 피드백을 받
는 방식으로 실시됨
○ 평가지표에 ‘기한 준수(5점)’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를 위한 사업결과보고서, 사업
계획서, 근거자료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
관에 대해서는 1일에 1점을 감점처리하고, 평가결과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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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
1. 2019년도 사업결과 평가 결과
1) 평가영역별 종합 결과
○ 2019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 조직영역(20점 만점)과 사업영역(80점 만점)의 총
점은 평균 89.6점(SD=5.07)으로 나타남
- 2016년도부터 90점 전후로 점수의 변화가 미세하게 있었으며, 2018년(88.9
점)도 보다 0.7점 높게 나타남
○ 조직영역 평균은 16.9점(SD=1.83), 사업영역 평균은 72.7점(SD=4.39)임
- 조직영역의 경우, 2016년 16.9점, 2017년 17.0점, 2018년 17.5점, 2019년
16.9점으로 매년 소폭 상승하다 2019년에 0.6점 감소하여 2017년과 동일한
점수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영역의 경우, 2016년 72.4점, 2017년 74.1점, 2018년 71.4점, 2019년
72.7점으로 2018년에 감소되었다가 2019년에 소폭 상승하였음

2) 조직영역 평가지표별 결과
○ (중분류 1: 리더십-적극성, 전문성) 적극성 평가 결과 단체 평균 3.7점(4점 만점,
표준편차 0.80), 전문성 평가 결과 평균 3.5점(4점 만점, 표준편차 1.02)으로 나
타남
○ (중분류 2: 인력관리-장애인 비율, 직원복리후생) 직원 중 장애인 직원 비율이 적
정한지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2.0점(4점 만점, 표준편차 1.64), 직원복리후생
에 대한 3가지 항목 시행여부 평가 결과 평균 2.8점(3점 만점, 표준편차 0.37)으
로 나타남
○ (중분류 3: 재정관리-재정관리의 투명성) 5가지 재정관리 항목에 대한 시행여부를
기준으로, 평균 점수는 4.9점(5점 만점, 표준편차 0.32)으로 나타남

3) 사업영역 평가지표별 결과
○ (중분류 1: 사업수행의 적절성-수행과정의 적절성, 수행관리의 적절성)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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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절성 영역(총 4개 지표)에서 사업 대상과 사업목표의 적합성 지표는 평균
5.6점(6점 만점, 표준편차 0.81), 사업목표와 수행방법의 논리적 상관관계는 평균
7.2점(8점 만점, 표준편차 0.98), 인력구성의 적절성은 평균 5.5점(6점 만점, 표
준편차 0.86), 홍보 전략 활용은 평균 5.4점(6점 만점, 표준편차 0.90)으로 나타
남. 수행관리의 적절성 영역(총 2개 지표)에서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실
시는 평균 5.5점(6점 만점, 표준편차 0.96),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및 보완
사항 반영은 평균 5.3점(6점 만점, 표준편차 1.28)이었음
○ (중분류 2: 사업성과의 적절성-사업성과 달성수준, 사업성과 평가의 적절성) 사업
성과 달성수준 영역(총 2개 지표)에서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률은 평균 9.2점(10
점 만점, 표준편차 1.19), 사업 결과가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거나 비전과 미션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평균 9.0점(10점 만점, 표준편차 1.11)으로 나타남. 사업
성과 평가의 적절성은 단일지표로 평균 6.7점(8점 만점, 표준편차 1.78)으로 평
가됨
○ (중분류 3: 사업환류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내부 또는 외부 파급효과 정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성과활용의 적절성, 단일지표), 평균 5.5점(6점 만점, 표준편차 0.98)
으로 나타남
○ (중분류 4: 사업예산 운영의 적절성) 사업 결산서의 산출근거가 적절한지 평가한
결과(단일지표), 평균 7.8점(8점 만점, 표준편차 0.54)으로 나타남

2. 2020년 사업계획 평가 결과
1) 종합 결과
○ 2020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점수는 78.9점(100점 만점, 표준편차 6.51)이며, 항
목별로 사업계획의 적절성은 평균 21.0점(25점 만점, 표준편차 2.02), 실현가능
성은 평균 26.6점(35점 만점, 표준편차 2.44), 투입비용의 적절성은 평균 15.6점
(20점 만점, 표준편차 2.50), 홍보노력 및 지역자원 활용가능성은 평균 15.7점
(20점 만점, 표준편차 1.97)으로 나타남

2) 평가항목별 결과
○ (항목 1: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평가(총 3개 지표)에서 사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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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목표의 명확성은 평균 8.6점(10점 만점, 표준편차 0.90), 세부추진계획의 명
확성은 평균 8.3점(10점 만점, 표준편차 1.01), 사업대상자 및 대상자 선정 기준
타당성의 평균값은 4.1점(5점 만점, 표준편차 0.50)이었음
○ (항목 2: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평가(총 4개 지표)에서 목적 및 목
표의 실현가능성은 평균 8.2점(10점 만점, 표준편차 0.84), 성과지표와 측정 근거
및 산식의 타당성은 평균 7.1점(10점 만점, 표준편차 1.07), 사업대상자의 욕구
확인, 평가 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결과 반영도는 평균 7.5점(10점 만점, 표준편
차 0.89), 전년도 사업과의 차별성(또는 보완점) 제시는 평균 3.7점(5점 만점, 표
준편차 0.59)으로 나타남
○ (항목 3: 투입비용의 적절성) 투입비용의 적절성 평가(총 2개 지표)에서 자부담
비율 적정성은 평균 7.6점(10점 만점, 표준편차 2.36), 예산편성 기준은 평균
8.0점(10점 만점, 표준편차 0.92)으로 평가됨
○ (항목 4: 홍보노력 및 지역자원 활용가능성) 홍보노력 및 지역자원 활용가능성 평
가(총 2개 지표)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 계획은 평균 7.7점(10점 만점, 표준편차
1.16), 성과물 활용 계획은 평균 7.9점(10점 만점, 표준편차 1.00)으로 나타남

Ⅲ. 결 론
○ 2019년도 장애인단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2019년 사업성과는 조직영역과 사
업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지난 평가보다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최소값과 최대값이 상승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평가결과 최근 4년간 최소값과 최대값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장애
인단체의 사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2020년도 장애인단체 사업계획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절성(3개 지표)은 2018
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실현가능성(4개 지표), 투입비용의 적절성(2개
지표), 홍보노력 및 지역자원 활용가능성(2개 지표)에서는 2018년 이후 하락 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임
○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동일한 양식을 본원에서 제시하고, 장애인단체에서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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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내용을 해당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제출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점수가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함

정책제안 및 반영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의 질적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장애인단체 국
고보조사업 평가 개선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장애인단체, 평가위원(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한국
장애인개발원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함.
둘째,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계획서 양식 개선 및 일부 평가지표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서 양식에 전년도 사업결과와,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그 내용이 사업계
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과 국고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10

2020 KODDI 연구요약집

2. 2020 장애통계연보
김현지, 이소영, 김용진, 김태용, 이혜수

요약
한국 사회는 고령 장애인이 증가하는 인구사회학적 변화 속에 있음. 시간이 지날수록 생애주기별
장애인 욕구는 다양화 및 개별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욕구에 중점을 둔 다양한
통계 및 지표를 수집·생산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제안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함.
2020 장애통계연보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을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기초자료로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실태분석 뿐만 아니라 각 장애인복지정책의 모니터링과 연동될 수 있는 투
입 및 산출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하여 현재 우
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 성과와 연동되도록 하였음. 2020년에는 신규등록장애인, 정
신건강 통계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통계 등을 추가 수집하였고, 국외통계로 EU와 호주의 장애통
계를 추가하여 좀 더 다양한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장애통계연보를 통해
정부가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 및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평
가해봄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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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작성배경
○ 생애주기별 다양화된 장애인 욕구 증가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관련 통계 생산 및 분석 필요
○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
하 CRPD)의 제31조(통계와 자료수집)에 의하면, ‘적절한 자료수집’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실태 및 장애인의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임을 규정
○ 그러나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집된 통계자료(CRPD의 제31조)들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
려하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통계자료의 내용 및 수준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평
가가 불가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United Nations, 2014)
○ 각 부처에서 발간된 통계들은 실태조사 및 투입지표들에 초점이 되어 있으며, 장
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모니터링 역할로써의 산출 및 성과지표들은 제시되
고 있지 않은 현실임
- 최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복
지정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시급함
○ 장애인 인권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충족을 고려한 핵심
통계들의 수집이 요구됨
- 인천전략과 CRPD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장애통계연보 틀을 구축하고,
주요 지표들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
제기

Ⅱ. 작성목표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욕구
에 기반한 다양한 통계 및 지표를 수집 및 생산하여,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과 장애인 삶을 진단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제안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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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애통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실태분석 뿐만 아니라 각 장애인복지정
책의 모니터링과 연동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들을 포함
- 이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며, 장애인복지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정부부처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행정자료를 수록하여, 장애
인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수준과 정부부처의 정책 및 노력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를 구축하여, 기존 통계자료와 차별성을 갖고자함
-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현재 우리나라
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정책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함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
럽연합(EU), 독일, 일본, 호주 등의 장애인통계 지표들을 수록하여, 국외 국가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비교 가능토록 함

Ⅲ. 작성방향 및 체계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관련 선행연구
를 토대로 대분류 및 중분류를 도출한 후 소분류(세부지표)를 개발
- 사회지표 대분류(11개), 보건복지통계연보 대분류(9개), 장애인통계(7개), 통계
로 보는 사회보장 대분류(13개)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분류를 구성함
- 중분류 및 소분류는 각각의 상위분류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각각의 분류들의
수준과 내용은 통일성을 기함
- 특히 ‘사회보장’ 대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중분류(3개)로 체계화 하였으며, 여타 중분류와 다르게 장애인
복지 서비스들을 명시하는 준(準)중분류를 추가 구성함으로써, 다른 중분류와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사회보장영역을 강조함

2. 2020 장애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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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장애통계연보 사회보장 영역 분류

○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아동, 여성, 정신장애인 관련 차별 조항에 대
한 개선 및 관련 정책 강화 등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중분류 체계에 포함
○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세부 지표들을 제시
-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및 수당, 발달재활서비
스, 장애인일자리 사업, 편의증진사업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소득보장제도
들을 포괄
○ 장애인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주거실태조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디지털정보격
차 실태조사, 장애인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을 수집
- 수록된 통계 및 지표는 장애인 특성별(장애유형, 성별, 장애등급 등) 접근이 가
능 하고, 향후 대표성·연속성·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함
○ 위의 절차를 통해 구축된 장애통계연보 체계는 다음과 같음
- 대분류는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구, 건강 및 보건, 가족, 주거, 교육,
노동과 직업재활, 재정, 소득과 소비, 문화 및 사회참여, 사회보장, 인권보호,
접근성, 재난 및 안전 등임
- 중분류는 각 대분류에 1~6개로 구성되며, 대분류에 대한 주요 장애인복지서비
스와 사업들을 의미
- 소분류는 각 중분류에 1~10개로 구성되며, 주요 투입 및 산출지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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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장애통계연보 체계

Ⅳ. 세부작성원칙
○ 2020년 장애통계연보의 자료 수록은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함
○ 각 세부지표는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로 제시되도록 함
○ 각 세부지표에 대한 주요 설명 및 지표명을 제시하여, 통계 의미와 이해도를 높임
○ 주요지표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시함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적극적
으로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
임. 특히 한국의 장애인복지 관련 행정자료를 수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 장애인복지를 진단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2. 2020 장애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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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
김정희, 강정배, 김현지, 김태용, 이혜수

요약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 발생에 따른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를 개인·가족·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장애 발생에 따른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종단자료의 구축을 목표로
2018년 1차 년도 조사를 통해 6,121명의 패널을 구축하였고, 2019년 2차 년도 조사를 실시함.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사를 준비하고, 동년 10월부터 12월
까지 약 3개월간 실사를 진행함. 최종적으로 장애인 패널 5,527명과 그들의 가구원 조사를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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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삶 패널조사 개요
1. 개요
○ 장애인삶 패널조사(승인번호 : 제438001호)는 장애 발생에 따른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에 대해서 개인·가족·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장애 발생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 종단자료 구축을
목표로 2018년 1차 년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2017년 사이에 장애등록
을 마친 전국의 장애인 6,121명 표본을 패널로 구축함
- 2차 년도(2019년)는 5,527명 조사 완료하였으며, 표본유지율은 90.3%임
○ 본 보고서는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2차 조사 과정 및 조사 진행결과를 제시하고,
기본 데이터 클리닝이 진행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2차 년도 조사의 기본적 정
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개요
○ 법적근거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 「통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승인번호: 제438001호)
○ 조사연혁
- 장애인삶 패널조사 통계작성승인: 2018. 9. 6.
- 1차 조사 및 패널구축 완료(6,121명): 2018년
- 2차 조사 완료(5,527명): 2019년
○ 조사목적
- 장애등록 이후 삶의 변화(장애수용, 사회복귀, 가족구조 등)를 파악하고, 삶과
관련된 일상생활, 소득수준, 건강실태, 복지욕구, 사회참여 등의 탐색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함
- 이에 개인·가족·사회적 관점에서 장애 발생에 따른 장애수용과정과 사회관계의
변화 등을 탐색하고, 장애수용 및 변화, 건강·의료, 일상생활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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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으로, 동법 제 32조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한 등록장
애인(단,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제외)과 그들의 가구원임
○ 조사내용
- 장애인과 그들의 가구원이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를 ‘장
애수용 및 변화, 건강·의료, 자립, 사회참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주요 조
사 영역별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
<표 3-1> 조사영역 및 세부영역
주요 조사 영역

세부 포함 내용

장애수용 및 변화

장애수용, 심리상태, 사회관계 경제상황, 주거, 일반현황 등

건강·의료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

자립

일상생활, 여가활동, 자립생활, 교육, 고용(취업)

사회참여

장애관련서비스, 인권, 결혼생활 및 성, 노후, 삶의 만족도

주 1) 조사영역은 패널용(장애인용) 조사표 기준임

○ 조사방법 및 조사체계
- 조사방법은 전문면접원에 의한 1:1 대면면접조사이며, 조사도구로는 태블릿
PC를 활용(TAPI)함
○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 2019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조사주기는 1년으로
매년 동일대상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함
○ 추적원칙
- ‘패널(장애인)’은 추적 조사의 대상인 반면, ‘가구원 구성원’은 패널의 조사 참
여 여부에 따라 추적 여부가 결정됨
- ‘패널(장애인)’이 조사에 참여할 경우 패널과 함께 거주하는 만 12세 이상 ‘가
구원 구성원’이 조사에 참여함. 다만 비동거 상태이거나, 조사 참여 의향이 없
으면 추적 조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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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9년 연구 추진 현황
1. 추진일정 및 진행사항
<표 3-2> 2019년 연구 추진일정 및 진행사항
진행일정

진행단계

상세내용

’19.3월

∘장애인삶 패널조사 계획 수립

∘2차 년도 본조사 계획 수립

’19.3월~10월

∘데이터 에디팅

∘1차 년도 데이터 클리닝 및 에디팅

’19.3월~10월

∘가중치설계

∘1차 년도 가중치설계 연구

’19.4월~7월

∘2차 년도 조사표 개발

∘2차 년도 조사를 위한 조사표 수정·보완

’19.7월

∘조사업체 선정 완료

∘본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업체 선정

’19.8월

∘표본리스트 정리

∘조사대상자 리스트 정리

’19.8월

∘조사표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학계 및 관련전문가 의견수렴

’19.8월

∘조사표 확정

∘조사표 확정

’19.8월-9월

∘2차 조사 통계작성변경승인
(통계청)

∘2차 조사 통계작성변경승인(통계청)
- 종단연구를 위한 조사표로 변경 및 삭제

’19.8월~9월

∘TAPI 개발 및 로직 테스트

∘IRB 동의서, 답례품 TAPI 시스템 내장
∘TAPI 조사표 개발 및 로직 테스트

’19.9월

∘조사지침서 개발

∘조사지침서 개발 및 확정

’19.8월~9월

∘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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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월

∘조사안내문 사전 발송

∘조사 참여 독려를 위한 안내문 발송

’19.9월

∘명절 선물 발송

∘패널 관리를 위한 명절 선물 발송

’19.10월

∘조사원 교육

∘조사원교육 : 전국 6대 권역별, 총 131명

’19.10월

∘사전 설명회 및 사전조사

∘장애인조사원 투입을 위한 사전 설명회
∘사전조사 진행 후 장애인 조사원 의견수렴

’19.10월~12월

∘2차 년도 본조사 진행

∘본조사(2차 년도 조사) 실시

2. 2019년(2차 조사) 조사내용
○ 2차 조사 조사표 개발 방향
- 패널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한 설문 문항을 유지하여 조사결과의
일관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 다만 조사 결과의 정확도와 데이터 활용도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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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항일부를 추가/개선함
- 1차 조사 분석 결과 응답빈도가 낮아 데이터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항, 추적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문항 등의 삭제. 또한 문항의 의도를 명확하
게 전달하고 응답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함
○ 조사내용
<표 3-3> 조사영역 및 내용
조사영역

장애수용
및 변화

건강·
의료

장애수용

장애가 삶에 미친 영향, 장애와 관련한 경험

심리상태

우울수준, 자아존중감, 이민 의향 이유, 자살 생각, 자살 생각 이유, 자살 충동 행동, 자
살 시도 경험 및 횟수

사회관계

의사결정 주체,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에 대한 견해, 가족과의 갈등 경험 및 유형, 가
까이 지내는 주변 지인 수 및 만남 빈도, 정서적 도움 및 지지, 어려움 상담 상대, 주로
사용하는 sns, sns 이용시간 및 이용이유, sns 관련 평가

경제상황*

가구의 소득, 생활비, 생활비 중 부담되는 것, 패널의 장애로 인해 생활비 이외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 자산과 부채, 가구 경제상황 개선 정도

주거*

주거형태, 주거위치, 주택점유 형태, 주택 마련 방법, 집의 크기/방 개수, 이사 이유, 거
주 장소 선택 요인

건강

전반적인 건강상태, 전년 대비 건강상태, 만성질환(질병) 유형, 운동 일수와 시간, 주로
하는 운동, 주관적 몸무게, 수면시간, 식사 수, 식사량, 패스트푸드 섭취 수, 식생활, 민간
의료보험 가입, 보험 가입 거부당한 경험 및 보험 유형, 건강 및 관리를 위한 강화 사항,
의료적 재활과 치료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 지원이 필요한 치료/의료 항목, 흡연/음
주 여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과 정도

의료
서비스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 입원 이유, 이용 의료기관 유형, 재활치료 서비스, 병원 이
용시 주 교통수단 및 이동시간,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방법 이해도, 진료결과 설명 충분
성, 장애로 인한 의사 처방약 복용 여부, 건강검진받은 경험, 건강검진 받지 못한 이유,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유, 의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안전

평상 시 안전도, 사고 경험, 사고 종류,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 인지/경험,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주거환경 평가, 주택내 수리가 필요한 공간

일상생활

일상생활 도움 제공자, 도움받는 분야 및 시간, 도움이 필요한 분야 및 정도, 도움제공
희망 시간, 집안일 참여 시간, 집안일 부담 정도, 가정 내 미취학 아동 유무, 아동양육 참
여 여부 및 시간, 참여 유형, 아동양육 부담 정도 및 만족도, 가정 내 돌봄 필요한 성인
유무, 외출 빈도, 외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외출 시 주 이용 교통수단, 사회복지/고용정
보 획득방법, 장애인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애로사항, 경제생활 평가

여가활동

여가활동 유형 및 시간, 여가 만족도, 여가활동 동반자, 여행 경험 및 횟수/일수, 반려동
물 유무 및 키우는 이유

자립생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여부,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 및 사용여부, 장애인보조기기 사용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보조기기 관련 필요 정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경험/지원시간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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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영역

내용
및 만족도, 불만족 이유, 지원시간 충분성,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
한 사항, 기관/시설 이동시간, 거주 지역 불편 정도 및 이유, 주거안정을 위한 필요 정책

사회참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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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장애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직무종류/근로시간 제한 이유, 근로 여부, 근로형태 및 근로
시간형태, 직무 적성 부합 정도, 근로시간,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희망 근로시간, 직
업, 근무기간, 근로 소득, 재택근무 여부 및 시간, 직장 만족도, 구직/이직 경험 및 이유,
근로나 고용유지를 위해 받거나 받고 싶은 지원, 직장을 다니기 위한 타인 도움/작업환경
/보조 장비 필요 여부, 보조 장비 마련 및 작업환경 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구직 활동,
구직 애로사항, 취업 필요사항, 구직하지 않은 이유, 구직하지 않은 기간 동안 주요 활동,
향후 구직 의향, 사업내용 및 주로 하는 일, 일자리(사업체) 시작 시기 및 동기, 소득

장애관련
서비스

장애관련 복지서비스 인지/이용/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 및 횟
수, 사회복지시설 이용 이유 및 만족도, 불만족 이유

인권

장애 인식관련 교육 경험 및 교육 내용, 장애관련 인권교육, 주변으로부터 존중받는 정
도, 존중 받을 권리, 주변으로부터 차별받는 정도, 차별 받고 있는 부분, 차별 대처 방법,
괴롭힘/폭력 경험 및 빈도, 폭력 행사자, 폭력 경험/폭력 목격 대처 유형, 장애인 여성으
로 차별 받고 있는 정도, 인권증진 강화사항, 지역사회 내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입지가 어려운 이유, 웰다잉/안락사

결혼생활
및 성

혼인상태, 결혼하지 않은 이유, 향후 결혼 의향, 이혼/별거/사별 경험, 이혼/별거 이유,
이혼/별거/사별에 힘들었던 점, 재혼 경험 및 이유, 결혼생활 시작 년도, 이혼/별거 이유,
이혼/별거/사별이어서 현재 가장 힘든 점, 재혼 의향 이유, 자녀유무, 시험관/인공수정으
로 태어난 자녀 및 재혼자녀 유무, 장애 발생 이후 자녀를 낳은 경험, 장애가 성관계(행
위)에 미치는 영향, 성생활 만족도, 성관련 상담, 원치 않는 성관계 경험 및 조치사항

노후

노후생활 경제적 준비 여부 및 준비 사항, 경제적 준비정도,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
노후생활 걱정, 주관적 노인 나이,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희망하는 노후활동, 연락 빈도

삶의
만족도

현재 삶의 만족도

* 경제상황 및 주거는 가구주용 조사표에 배치함

3. 2차 년도 자료 구축
○ 2차 년도 조사 결과
-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모든 패널(장애인)이 조사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장애인 5,527명 조사를 완료함(표본유지율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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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미참여 장애인 표본은 594명(표본이탈률 9.7%)으로, 무응답이 전체의 약
7.7% 소멸표본이 전체의 약 2.0%임1)

Ⅲ. 표본설계 및 가중치
1. 표본설계2)
○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하고, 생산하는 통계의 정도(precision)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면서, 주어진 시간 및 조사예산 등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표본추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조사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장애등록을 마친
전국의 장애인(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제외) 및 함께 거주하는 가
구원임
- 표본크기는 전체예산 등으로 5,800명으로 결정. 전국단위 통계의 95% 신뢰수
준에서 단순임의추출의 모비율 추정을 가정, 목표허용오차 1.27% 수준임
○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함
- 첫째는 조사결과의 공표단위임. 전국 및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그리고 성별
에 대한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함
- 둘째는 추정량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정한 표본배분을 고려함. 특정 장애유
형의 누락 없이 모든 법정장애유형이 최종 표본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방안
을 검토함
- 마지막으로 조사예산과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표
본추출방법 방안을 고려함
○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이중추출(double sampling)을 적용. 최종 추출된 표본의
주요변수별 모집단 및 표본추출결과는 다음과 같음

1) 표본이탈 사유로 장기비수신, 강력거절, 주소불명, 사망, 시설입소·병원입원, 장애등록 취소 등이 있음. 이중
장애등록 취소, 시설입소·병원입원, 사망에 따른 이탈은 소멸표본에 해당됨.
2) 김현지, 김태용. (2018).「장애인패널조사 표본설계」. 한국장애인개발원. 에서 일부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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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표본추출결과
표본추출결과
구분

장
애
유
형

모집단(명)

빈도
(명)

비율
(%)

지체

49,532

935

16.1

시각

21,557

732

12.6

청각·언어

73,818

1,090

18.8

뇌병변

42,177

951

16.4

지적·자폐성

23,852

538

9.3

정신

8,894

321

5.5

내부·안면

31,447

1,233

21.3

모집단
(명)

구분
장애
정도
성별

표본추출결과
빈도
(명)

비율
(%)

중증

92,616

3,018

52

경증

158,661

2,782

48

남자

142,540

3,189

56.7

여자

108,737

2,611

43.3

251,277

5,800

100

계

2. 가중치
1) 1차 년도 가중치3)
○ 최종가중치를 부여할 표본은 조사가 완료된 모든 장애인 총 6,121명임. 이는 조
사 진행 중 발생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거절, 장기부재 등의 이유로 발생한 무응
답으로 인해 표본 대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복수 접촉이 발생하여 조사가 완료
된 장애인을 모두 최종 표본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임
- 이들을 최종 표본으로 포함한 것은 패널 구축 이후 다음연도 부터 발생할 수
있는 패널마모로 인한 표본 규모의 감소를 고려한 것임
○ 기본가중치는 설계가중치에 응답률 조정하여 산출함. 이때 가중값이 부여되는 인
원은 조사가 완료된 인원임. 전체 표본크기의 제약으로 설계 단계에서 장애 유형
은 7개 범주, 연령대는 내재적 층으로 표본이 적절히 할당되었으며, 지역은 추출
단계에서 계통추출로 표본 추출됨. 따라서 가중값 산출시 최종 계산된 가중값 합
계가 모집단 구성비와 다를 수 있음. 표본가중값의 합과 모집단 규모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종가중치는 기본가중치에 레이킹 비 조정하여 산출함4)

3) 김현지, 김태용.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 가중치 산정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에서 일부 발췌하
여 요약·정리함.
4) 최종가중치 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층화와 레이킹 적용을 검토한 후 적절한 방안을 적용하였다. (참
고) 김현지, 김태용.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 가중치 산정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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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년도 종단가중치5)
○ 종단가중치는 1차 년도와 2차 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5,527명에 대해 부여함.
이는 사망, 조사거부 등의 사유로 이탈한 표본은 제외된 인원임
○ 가중치 부여를 위해서는 무응답 조정 과정이 필요하며, 무응답 조정을 위한 응답
확률 추정 모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함
<표 3-5> 장애인삶 패널조사 조사 2차 년도 가중치 작성을 위한 분석대상
2차 조사 결과

1차 조사 완료

조사대상
조사참여(응답)
조사미참여6)(무응답)

사망, 장애등록 취소,
시설입소 등(조사제외)



패널 수(명)

분석대상

5,998

조사참여(협조성향)

5,527

조사미참여(비협조성향)

471

분석제외
사망, 장애등록 취소, 시설입소
등(조사제외)
합계

123
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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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확률 추정모형으로 부터 도출된 응답확률의 역수를 1차 년도 가중치에 곱하
여 무응답 조정하여 기본가중치를 산출한 후, 이를 레이킹 조정하여 2차 년도 종
단가중치 산출함

5) 김현지, 김태용, 이혜수.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위한 종단가중치 작성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
원. 에서 일부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6) 수신거부, 장기비수신, 조사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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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2차 조사)
○ ’15년-’17년 사이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마친 초기등록장애인의 2차 년도 모
집단 추정 결과, 층화변수 기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남성 56.7%, 여성 43.3%.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 장애가 2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장애 정도별 분포는 중증이 36.9%, 경증 63.1%임
<표 3-6> 패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장애
유형

추정수(명)

비율(%)

지체

(49,532)

19.7

시각

(21,557)

8.6

청각·언어

(73,818)

29.4

뇌병변

(42,177)

16.8

지적·자폐성

(23,852)

9.5

정신

(8,894)

3.5

내부·안면

(31,447)

12.5

구분
장애정도
성별
계

추정수(명)

비율(%)

중증

(92,616)

36.9

경증

(158,661)

63.1

남성

(142,540)

56.7

여성

(108,737)

43.3

(251,277)

100.0

2.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변화
○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1차 년도 대비 2차 년
도에 그 정도가 약간 향상된 것으로 파악됨. 그 중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인 항
목은 ‘교육/학업’이며 1차(4.69점) 대비 0.35점 상승하여 5.04점으로 조사되어
전년 대비 긍정적인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직업’은 조사된 항목 중 수치가
가장 낮았으며, 1·2차 모두 장애가 미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항목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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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변화(전체)
(단위: 명, 점)

1차

구 분

2차

추정수

평균(점)

추정수

평균(점)

(1) 성격 및 가치관

(251,277)

4.18

(251,277)

4.51

(2) 생활방식

(251,277)

3.97

(251,277)

4.28

(3) 건강

(251,277)

3.86

(251,277)

4.11

(4) 교육/학업

(251,277)

4.69

(251,277)

5.04

(5) 직업

(228,579)

3.74

(229,491)

4.04

(6) 결혼/연애

(231,422)

4.43

(231,851)

4.60

(7) 대인관계

(251,277)

3.91

(251,277)

4.17

(8) 외출/여가활동

(251,277)

3.84

(251,277)

4.11

주 1) 10점 척도로, 낮은 점수는 장애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점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함
2) 직업/구직은 만 19세 이상만, 결혼/연애는 만 1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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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2020)
강정배, 김현지, 김태용, 이혜수

요약
서울시는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2009년 자립생활체험홈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본 연구는 서울시 탈시설 정책인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입주자, 이용예정인 입주대기자,
그리고 퇴거자의 생활을 추적 조사하는 종단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탈시설 장애인의 변화, 탈시설 장애
인의 지역사회 정착과정, 탈시설 효과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함. 이를 위해 장애인
의 탈시설 정책 현황과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정책을 분석하였음. 3차 조사는 159명이 조사 완료하였
으며, 1~3차 조사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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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 확대를 위해 2011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100
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축소하고, 30인 이상 시설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마련함
-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을 완료하였으
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자립생활체험홈 제도
를 시작하여, 2018년 현재는 자립생활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
하는 주거공간”으로 정의됨
○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한 분석 자료는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과정과 자립생활주택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 대한 분석은 어려움
○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의 탈시설 과정과 자립생활주택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과정
을 분석하고자함
- 2018년부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 3차 조
사를 실시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과 탈시설 분석
-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과정과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생활주택 정
책과 사업의 변화과정을 분석함
○ 탈시설 장애인 조사표 개발
-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면
서 변화하는 삶을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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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9년 조사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수정·보완 및 삭제·추가가 필
요한 문항 검토·분석함
○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조사
- 조사대상은 2018년, 2019년 조사대상자를 포함하여 2020년 기준 서울시 자
립생활주택 입주대기자, 입주자, 퇴거자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함
- 2020년 5월 15일 기준으로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사업의 이용자, 퇴거자, 이용
대기자 217명 중에서 사망, 주소불명을 제외한 194명 중 조사에 동의하고, 최
종 조사가 완료된 인원은 159명임

Ⅱ.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1.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 전환서비스 목적
- 전환서비스의 목적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맞
춤형 전환서비스인 자립생활주택을 제공,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과 통합을 지원하는 것임
○ 전환서비스 추진계획
- 장애인전환지원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전환서비스 운영체계와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품질관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함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는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준비과정을 지원하며, 퇴소 이후의 사후관리와 위기 사례의 공동지원 역할
을 담당함
-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련 사업의 기획과 운영사업자를 지도·감독함

2.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주거유지 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4.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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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6년 8월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범사업 진
행, 조례 제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2019년 4월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 계획을 수립함
- 지원주택이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
득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의
미함
- 2019년에는 3개 자치구(양천구, 구로구, 동대문구)에서 공급분 지원주택 24호
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당사자 32명이 입주함
- 2019년 하반기에는 4개 자치구(양천구, 구로구, 강동구, 노원구)에 공급분 지
원주택 44호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함
- 2020년 신규 지원 주택 30호 확보 예정

3.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
○ 서울시는 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3년~’17년)을 통해 5년간
604명을 탈시설하고, 2차 5개년 계획(’18년~’22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1차 계획은 전국 최초 선도적 탈시설 정책추진으로 정부차원의 탈시설 정책
추진 견인 및 타지자체에 사업 확산 등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 증진 기여 및
탈시설 추진 분위기 확산에 의의가 있음
- 2차 계획은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을 목표로 탈시설 지원체계
내실화, 시설입소예방, 거주시설 변환 시범, 지역정착지원 확대를 추진함

4.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이용 현황
○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이용자는 총 261명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가 137명(52.5%)으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 61명
(23.4%), 50대 이상 63명(24.1%)임
- 입주대기자가 6명(2.3%), 입주자 126명(48.3%), 퇴거자 129명(49.4%)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177명(67.8%), 여자 84명(32.2%)임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139명(5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뇌병변
장애 72명(27.6%), 지체장애 39명(14.9%)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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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탈시설 장애인 설문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조사대상자 현황
- 조사모집단은 2020년 5월 15일 기준으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 입주
할 예정인 입주대기자, 현재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는 입주자, 자립생활주택에
서 나온 퇴거자 중에서 주소 불명 등으로 실제 조사 불가능한 67명을 제외한
194명임
- 모집단 분포를 살펴보면, 입주자가 전체의 약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
분포는 남자가 70.0%를 차지함. 장애유형은 지적 56.6%, 뇌병변이 25.1%로
전체 이용자의 약 80% 이상을 차지함

2. 일반현황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69.2%)의 비중이 ‘여성’(30.8%) 보다
38.4%p 높음
-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대
(19~29세)’(26.4%), ‘30대’(20.8%), ‘50대’(1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0
대 이상’이 전체의 8.2%로 가장 낮음
- 학력수준은 ‘고등학교’가 40.3%로 비중이 가장 높고, ‘초등학교’(18.2%), ‘무학
(만 7세 이상)’(17.6%), ‘중학교’(15.1%), ‘4년제 이상의 대학교’(5.7%), ‘3년제
이하의 전문대’(3.1%) 등의 순임
○ 장애 특성
- 장애 발생 원인으로 ‘선천적 원인’이 7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후천
적 원인’(21.4%), ‘출생 시 원인’(5.7%) 순으로 조사됨
- 장애 발생 원인이 후천적인 경우의 장애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출생 후 20년
이상’(38.2%) 장애 발생이 가장 많았고, ‘출생 후 5년 이내’(29.4%), ‘출생 후
20년 이내’(17.6%)의 순임
- 응답자의 주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5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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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장애’(21.4%), ‘지체장애’(15.7%), ‘자폐성장애’(1.3%), ‘시각장애’, ‘언어장
애’, ‘정신적장애’(각각 0.6%)의 순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장애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98.7%로
나타났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은 1.3%로 나타남
-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은 응답자 대부분이 음성(합계, 88.1%)을 매개로
의사소통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조사영역별 결과
조사영역

주요내용

∙ 가족과 연락 빈도: '1년에 2~3회 정도' 연락한다는 비율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나지
않음'(22.5%), '1년에 1회 정도', '1개월 2~3회 정도'(각각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의논하는 사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52.8%), ‘주변 친구/지인’(23.3%),
‘부모님’(5.0%), ‘배우자’(3.1%) 등의 순임
사회관계 ∙ 정서적 도움 및 지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
은 60.7%,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는 90.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는 87.8%임
∙ 단체 및 모임활동 참여 경험: ‘자조모임’(45.3%),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도 참여한 경험 없
음’(21.4%), ‘종교단체’(17.0%) 등의 순임
∙ 주택마련방법: 응답자의 대부분(90.3%)이 정부제공의 수단을 통하여 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
됨. 본인 스스로 주택을 마련한 비중은 7.1%로 나타났고, 대출 및 가족의 도움을 통해 주택을 마
련한 경우는 1.9%로 나타남
∙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응답자의 41.5%가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이라고 응
답하였고, 다음으로 ‘주택자금 제공’(30.2%), ‘집 주변 편의시설 확대’(18.2%) 등의 순임
주거환경
∙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인지 여부 및 이용의향: 전체 응답자 중 43.0%는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
스에 대해 인지한다고 응답하고, 53.5%는 향후 이용의향이 있음
∙ 자립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주택 알선 지원’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4시간 긴급 대응 지원’(9.6%), ‘식사 지원(식사준비, 먹기, 치우기’(8.8%), ‘공과금 및
임대료 관리’(7.9%) 순임

건강

∙ 전반적인 건강상태: 지난 6개월 간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좋음 또는 매우 좋
음’이 81.1%로 나타남
∙ 만성질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병(질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3.4%가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주요 질병(질환)은 ‘뇌전증(구 간질)’이
1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고혈압, 저혈압’(각각 10.7%)
등의 순임
∙ 영양관리상태: 전체 응답자 중 32.08%가 영양관리상태 양호, 22.01%는 영양관리주의, 45.91%
는 영양관리 개선으로 나타남

의료

∙ 의료기관 이용: 조사 대상자 중 52.2%는 지난 6개월 간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음.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유형은 병/의원 60.2%, 종합/대학병원 34.9% 순임
∙ 건강검진: 조사 대상자 중 69.8%는 건강검진 경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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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영역
심리상태

주요내용
∙ 자아존중감: 전체 응답자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2.88점(4점 기준)임
∙ 자기결정: 전체 응답자의 자기결정 점수는 2.78점(4점 기준)임

∙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자신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활동보조인이 62.9%로 가장 많
았고, ‘사회복지사’(22.0%), ‘부모’(3.8%) 순임
∙ 필요한 도움 유형/정도 및 시간: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유형과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안청소 및 관리’(75.4%), ‘식사’(71.9%) 등에서 도움이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외출: 최근 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외출한다는 비율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
3-4회(22.0%), 주 1-2회(21.4%) 순임
∙ 장애인 보조기기: 조사대상자 중 42.1%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일상생활
중 85.1%는 보조기기의 사용에 만족하고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조사대상자 중 83.6%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남
∙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주거지원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소득지원’(20.1%), ‘직업재활/취업’(15.1%) 등의 순임
∙ 현재 주된 걱정: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거’가 23.9%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장래 재정’(18.2%), ‘건강악화’(17.6%), ‘직업 및 취업’(15.7%) 등의 순임
∙ 여가활동 유형: 지난 1개월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으로 ‘텔레비전 보기’가 55.3%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컴퓨터 또는 인터넷’(18.2%), ‘휴식’(3.8%), ‘영화, 연극, 연주회 관람’, ‘예
여가활동 술 활동’,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 활동’(각각 3.1%) 등의 순임
∙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한다는 의견이 80.5%로 높게 나타남
∙ 평생교육 참여 여부 및 비참여 이유: 조사대상자 중 71.1%가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
답함.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3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7.7%),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평생교육 서’(12.4%) 등의 순임
∙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및 참여 희망 평생교육 프로그램: 응답자의 74.9%는 참여 의향을 보였
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활동’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강 및 체육
활동’(21.8%), ‘취미 및 여가활동’(20.2%), ‘학습활동(15.1%)’ 등의 순임
고용

∙ 현재 근로상태: 지난 주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비율은 40.9%임

∙ 개인소득: 개인의 월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50만원~100만원 미만’이 44.7%, ‘50만원 미만’
이 19.5%로 전체 응답자 중 83.7%(월평균 소득 없음 19.5% 포함)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임
경제상황 ∙ 가구 월평균 생활비: 생활비 지출이 발생하는 영역은 식료품비가 90.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생필품비’(83.6%), ‘교통/통신비’(78.6%), ‘의류비’(74.8%), ‘주거관련비용’(42.1%) 등의 순인
반면, ‘보육 및 교육비’는 15.7%, ‘보조기기 구입, 유지비’는 18.9%로 상대적으로 지출 발생 비
율이 낮음
∙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21가지 장애인 복지서비스별로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 연금’이
8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84.9%), ‘이동통신요금 감면’(80.5%), ‘장애인
의료비 지원’(7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사회참여
∙ 지역사회 활동: 조사대상자의 하루 평균 지역사회 활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지역사회 활동 만족도는 응답자 중 86.0%가 만족, 14.0%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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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영역

주요내용
∙ 삶의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를 10점 척도를 통해 조사하여 평균값을 구한 결과, 전반
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6.96점으로 조사됨. 영역별로는 ‘학교생활’(6.83), ‘건강’(6.75점), ‘결혼
생활’(6.68점), ‘주거환경’(6.51점)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수입’(5.60점)은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Ⅳ. 결 론
○ 사회관계
- ‘동네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에 대한 부
정적 응답 비중이 각각 65.8%, 43.9%로 2019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 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약 13%p
높게 나타남. 지역사회에서 구성원과의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함
○ 주거환경
- 주택 마련방법은 정부제공 주택이 9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주거안정을 위
해 필요한 정책은 주택자금제공(30.2%)과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18.2%)에 대
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지원주택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임. 주거유지지원서
비스에 대해 주택알선지원(40.4%)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장애
인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건강
- 전체 응답자의 55.3%는 주기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운동을 싫어해서라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으며,
운동할 장소가 부족하여(15.1%),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12.8%), 운동
방법을 잘 몰라서(10.5%) 순임.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 개선, 개인
별 운동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수준을 유지하는 삶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영양관리상태를 살펴보면, 퇴거자 중 22.7%는 영양관리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
이며, 52.3%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건강증진 활동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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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노력으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의료
-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건강검진 받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64.65%)’, ‘정보부족(12.5%)’ 순으로 나
타남. 병원이용을 위한 이동 편의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주기
적 정보제공과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일상생활
-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움을 받는 부분에 대해 퇴거자는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등
에 비해 건강관리, 세면 및 개인위생관리와 이동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세면 및 개인위생관리’, ‘옷 입고 벗기’ 등 주거공간 안에서 생활하는데 필요
로 하는 도움에 대해서는 ‘신체적장애’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주거지원(45.9%)’, ‘소득지원
(20.1%)’, ‘직업재활/취업(15.1%)’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장 걱정되는 항목
과 유사함. 특히 퇴거자의 경우 건강악화(40.9%), 장래재정(27.3%)에 대한 걱
정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건강관리를 위한 미래 준비 정도가
미비하다는 응답이 68.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퇴거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건강 및 일상생활에 관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임. 또한 시설 퇴소 이후 자립생활에서 주거와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재정과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있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여가활동
- 여가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TV, 라디오듣기와 같은 미
디어를 활용한 여가활동에 시간배분이 높은 비율을 보임
- 여가활동은 혼자서 하는 비중이 전체의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지역사회
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방안과 여가활동을 통해 구성원과의 관계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평생교육
- 평생교육에 참여 하지 않은 이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38.9%, 교
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17.7%로 나타남. 74.8%는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의지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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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
교육 참여로 소통의 장을 경험할 수 있다면, 평생교육이 자립생활의 필요한 기
능 향상과 사회 참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 고용
- 지난 주 1시간 이상 돈을 벌 목적으로 일한 응답자는 40.9%인 것으로 나타남.
근로상태를 살펴보면 시간제 근무한 비중이 68%이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50.7%, 50만원 미만이 48% 수준으로 전반적인 고용의 질
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직장이 없는 응답자 중 일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8%로 나타나며,
근로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탄력근무제·근무
시간조정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상황
-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식료품비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음. 퇴
거자의 경우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등’에 비해 집세·월세의 부담을 더 크게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남(이용자 등: 3.5%, 퇴거자: 11.4%)
- 경제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내가 결정한다가 42.8%로 가장 높음. 시
설 퇴소 이후 자립생활에 있어서 주거와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이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사회참여
- 지역사회 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14%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
사회 활동의 참여는 자립생활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는 탈시설 장애인의 현황 및 지역사회 내 자립하는 과정을 살펴봄.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
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지역사회에
서 구성원과의 관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증진 활동과 관리를 통해 건강수준을
유지하여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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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권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혜경, 권순용, 김동기, 유경민, 권순지, 이상준

요약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두 번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을 위해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및 조례의 효율적 이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의 차별 해소와 인권보장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둠.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우선, 장애인의 특성과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둘째, 장애인 차별경험 및 인
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현 상태를 확인함. 셋째,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함의를 도출하여 비전 및 정책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였고, 넷째, 장애
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계획 실태 점검을 위한 지표를 제시함. 마지막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제주형 인권지표개발을 위한 제언을 함.
상기의 연구방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시책, 제주도의 정책과 시책을 분석하였으
며, 타시도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관련 추진계획을 비교하여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필요
성을 확인함. 둘째,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도내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그
리고 지역복지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정책과제 및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함. 셋째, 1차 5개년 계획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진단하여 2차 5개년 계획
수립에 활용함.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
은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장애 친화적 제주’로 정하였으며, 5대 정책목표로는 ① 장애인 차별금지
와 인권보장 체계 구축을 통한 평등한 제주 구현, ② 정당한 편의제공 내실화를 통한 통합적 제주 구
현, ③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어울림 제주 구현, ④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포용적
제주 구현, ⑤ 다중차별 장애인 지원강화를 통한 안전한 제주 구현을 제시함.
5대 정책목표에 따른 중점분야는 14개, 그리고 세부추진과제는 37개를 제시하였으며, 37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근거, 5년간의 사업추진내용과 연차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함.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최초로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인권지표 개발을 위해 국내외 인권지표를
분석하여 제주형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함의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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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이하 ‘제주장애인
인권보장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2016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현재 시행되고 있음
○ 도내 장애인구가 매년 2%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구의 고령화 현
상도 가속화되고 있어, 장애인구 특성의 변화로 지역사회 내 연계, 통합적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장애인의 사회활동,
고용, 일상생활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실행 중에 있으나 장애인
이 직접 체감하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차별요인 해소를 위한 보다 진보
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두 번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을 위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제주사회에서 장애인의 평등권과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며, 유엔장애
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환경 및 정책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 분석, 중앙정부 및 타시도 정책 및 계
획 분석, 도내 추진 사업 및 정책을 분석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에 함의를
도출함
○ 제1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성과 분석
- 제1차 기본계획 성과분석을 위해 총10명의 전문평가단을 위촉하여 도내 자체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추진성과자료를 제공하고 평가분석틀을 제공하여
성과 분석을 실시함
○ 장애인 차별실태 및 인권침해 실태 및 욕구조사
- 장애인당사자 232명,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76명, 공무원 49명(도·시, 읍·
면·동 장애인복지담당자 중 응답자), 비장애인 45명(지역복지협의체 위원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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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실태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함
- 장애인당사자 5명,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7명, 공무원 5명, 학계 3명 등 총
20명 대상으로 질적조사(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함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인권지표 개발 제언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지표, 사회권 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수 및
타 지역의 인권지표를 검토하고, 캐나다 인권프레임, UN OHCHR 지표 분석,
덴마크 황금지표 분석 등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제주형 인권지
표(안) 개발의 기본방향, 인권지표 선택기준 등을 제안함

Ⅱ. 환경 및 정책 분석
1.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 지리적 현황으로는 8개의 유인도, 71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있으며, 2006년 제
주특별자치도로 승격함. 2개 행정시, 7개 읍, 5개 면, 62개 동(행정동 기준은 31
개), 20년 1월 기준 696,533명(제주시 72.6%, 서귀포시 27.4% 거주)임
○ 경제적 현황으로는 최근 5년간(2014~2018) 경제성장률은 평균 6%임. 단, 2018
년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임. 2020년 1윌 기준, 고용률은 69.2%, 실업률 2.7%
이며, 산업비율의 경우 1차 10.2%, 2차 16.1%, 3차 73.7%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 내 등록장애인은 총 36,287명으로 제주시에 24,965명, 서귀포시
에 11,322명이 거주하고 있음. 장애정도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14,263
명이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22,024명임.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인이

14,543명(40.1%),

청각장애인

6,232명(17.2%),

시각장애인

4,193명

(11.6%) 순이었음
○ 복지시설은 제주도 내 총 38개소(장애인 거주시설 14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5
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6개소, 피해장애인쉼터 1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1개소)이며, 장애인이용시설은 총 52개소(장애인복지
관 5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6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개소,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및 생산품 판매시설 11개소, 정신재활시설 5개소, 기타시설 4개소)가 있음
○ 한 해 동안 접수된 학대 피해 접수건수는 145건(학대의심사례 53건, 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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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건)이며, 장애인 학대사례는 33건, 잠재위험사례는 3건임

2. 제주특별자치도 내 추진 사업 및 정책
○ 도 추진 사업 현황
- 장애인 관련 사업을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소득지원, 간접
적 소득지원, 건강 및 의료지원, 고용지원,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지원, 안전 및 권익보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
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함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직접적인 소득지원과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의 감면할인과 같은 간접적 소득지원, 그리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
료비 지원이나 바우처 등 직·간접적 소득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도 자체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중증장애인 추가수
당,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신장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 취
득교육비 지원 외에도 10개 자체 추진사업이 있음
○ 도 추진 정책 현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
획,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관련 조례(40개) 등이
있음

3. 중앙정부 및 타시도 추진사업 및 정책
○ 상위계획으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등을 분석함
○ 타 시·도 추진계획으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계획,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등을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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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1차 기본계획 성과분석
1. 성과분석 개요 및 이행여부 현황
○ 성과분석을 위해 5대 정책과제별로 2명씩 전문 평가단(도내 5명, 도외 5명)을 위
촉하여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주요 성과를 분석함
○ 평가 기간은 ’16년~’20년이지만, ’16년, ’19년의 경우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되
지 못해 제외하였으며,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제한적인 수준에서 추진현황 및 성
과분석을 실시함
○ 28개의 세부추진 과제 중 24개가 이행(85.7%), 변경 후 이행 3개(10.7%), 미이
행 1개(3.6%)로, 96.4%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미이행 과제인 ‘장애인차별조
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의 경우 성과분석 시점인 6월 기준으로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미이행 처리함

2. 정책과제별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 5대 정책과제별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체계
기반구축 종합평가’, ‘분야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실질화 종합평가’, ‘다중차별 장
애인의 권리보장 종합평가’ 3가지의 정책과제는 보통을, ‘장애인 인식제고 종합평
가’ 및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종합평가’의 경우 우수로 평가됨
○ 정책과제별 주요성과를 평가한 결과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체계 기반구축
의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의 경우 미흡으로, ‘분야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실
질화 세부추진과제의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세
부추진과제의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및 ‘다중차별 장애인의 권리보장 세부
추진과제의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는 보통, ‘장애인 인식제고 세부추진과제
의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우수로 평가됨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43

Ⅳ.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실태 분석
1. 도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개요
○ 조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내 등록장애인의 비율을 고려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비비례층화표집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전반기에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내 코로나19가 설문조사 시기인 여름부터 큰 폭으로 확산되기 시
작하며 설문조사가 차질을 빚게 됨.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히 자기보고식이 아닌
면접설문조사가 필요한 장애유형(예컨대, 시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장애아
동 등)의 자료가 매우 부족한 것이 본 조사에서의 한계임
○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하여 370~400명의 표본이 표본오차를 가능한 낮게 유지할
수 있으나 앞선 이유로 총 200명을 목표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의 경우
총 232명이 조사에 참여함

2. 도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 장애인이 차별을 가장 많이 느끼는 영역은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영역(M=2.38,
SD=1.13)이었으며, 교통문제를 포함한 외출의 영역(M=2.17, SD=.94)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남
○ 각 영역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용: 채용거부 및 부당해고 > 임금·승진·정년 차별 > 별도 신체검사나 면접
시 차별
- 교육: 괴롭힘 및 왕따 경험 > 편의시설 및 설비·기자재 등 불편 > 편의제공 거
부 / 알맞은 교육커리큘럼을 제공받지 못함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금융서비스 이용 시 거부 > 엄격한 자격 요구 >
신용카드 발급 거부
- 민간시설: 편의시설·설비 미비 > 장애를 이유로 시설 및 설비·기자재 이용 거
부 또는 제한 > 출입거부 또는 이용제한
- 외출: 물리적 환경미비 > 택시나 버스의 승차거부
-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적절한 의사소통 도구 및 보조인력 미배치 > 수어통역
사, 속기사 등 미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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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문화예술, 체육활동: 장애인편의시설 미비, 체육시설·기구 미비 > 관람·
이용 시 필요한 장비·기기 미제공
- 행정, 사법서비스, 참정권: 행정, 사법서식 작성 시 필요한 서비스 미제공 > 투
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보호자가 있어야 민원서비스를 발급
- 모·부성권, 성: 부모가 장애라는 이유로 자녀가 차별
- 가족·가정·복지시설: 형제, 친척 등으로부터의 차별 및 폭력 등 인권침해 경험
> 교육, 재산권,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 제한 > 가족행사나 나들이
때 따돌림
- 건강권: 장애를 이유로 진료거부 > 장애를 이유로 병원 진료시 성의 없는 진단
> 장애를 이유로 불필요한 진료 강요
○ 공무원,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비장애인 인권보장 교육 실태
- 관련 종사자와 공무원 모두 비슷한 비율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았음.
’15년도 조사 당시보다 20% 이상 증가됨. 반면, 비장애인의 교육 경험은
47.7%로 낮은 수준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되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 및 강화된 지도점검이 필요함을 시사
- 세 집단 다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내용 중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
된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음. 두 번째로는 비장애인 집단은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40%)’, 종사자와 공무원 집단은 ‘장애의 정의’가
많은데, 이는 종사자와 공무원집단의 교육 내용이 기초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
음을 나타냄. 따라서 장애인식개선의 질적인 변화와 다양한 강사법으로 교육
목표 전달과 함께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와 장애인을 인식시켜야 함
-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형식을 살펴보면 현재 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
형식들은 강의나 오프라인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임. 이러한 교육은 일방향의
교육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한계를 보여, 좀 더 체험적이고 지속가
능하며 체계적 교육형식의 대안이 필요함

3.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 FGI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였으며, 1차에서는 서비스이용자(5명), 장애인복
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7명),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4명)로 구성됨. 2차는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5명), 학계 전문가(3명), 장애인복지관련 담당 공무원(2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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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됨
○ 1차 FGI에서는 지난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
견 청취, 2차 FGI에서는 2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1차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 이전에 비해 이동권 및 교통 편의성이 좋아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학대피
해 장애인 쉼터가 설치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공무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이전보다는 개선되는 등 이동 편의와 인식개선 부분에서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음
-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기본계획에 대한 홍보부족, 공무원 외 일반도민의 장애인식 수준 부
족,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이외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장애 친화적이
지 않은 환경 등 낮게 평가된 정책들도 있었음
-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지
역별 사각지대 발굴, 재난 시 긴급돌봄 대책, 피해장애인 쉼터 확충과 같은 의
견들이 제시되었음
○ 2차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 비전과 정책목표가 타 지역에 비해 이상적으로 보이나 추상적으로 느껴져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정책목표별 세부추
진과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다만 추가적으로 포함되었으면 하는 계획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24시간 중증장애인 보호서비스, 피해장애인 쉼터의 기능과 역할강화 및
지원체계 마련, 희망복지지원단과의 협력, 개별 욕구조사를 통한 자립지원 정
책 및 전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제시된 모든 의견을 세부추진계획에 담지는 못하였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
부추진과제를 변경, 수정하여 반영·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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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실태 분석
○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그림 5-1]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대분류

정책목표

Ⅰ.
장애인
차별금지 차별금지와
및
인권보장
인권보장 체계 구축을
통한 평등한
제주 구현

중점 분야

중점과제

1-1-1. 학대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형
1-1-2. 추자도 및 우도 거주 장애인 지원강화를 통한 지역격차
지원체계 기반 구축
완화
1-1-3.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마련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전달체계
기반 구축

1-2-1. 피해장애인 쉼터 기능과 역할 강화
1-2-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및 역할 강화
1-2-3. 장애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1-2-4. 일반버스를 활용한 장애인복지정책 정보제공 강화

인권보장을 위한 1-3-1.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1-3-2. 기본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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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정당한
편의

정책목표

Ⅱ.
정당한 편의
제공
내실화를
통한
통합적 제주
구현

중점 분야
사법·행정절차 및
정보접근성 강화

2-1-1.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2-1-2. 장애유형별 정보접근성 강화

이동권 보장 강화

2-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모니터링 강화
2-2-2. 저상버스 보급 및 유지관리 강화

편의시설 확충
의료접근성 강화

Ⅲ.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에
강화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인식제고
통한
어울림 제주 장애인식 수준 제고
구현

Ⅳ.
장애인의
자립생활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포용적 제주
구현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
탈시설 및
통합돌봄지원 제공
고용확대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

Ⅴ.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다중차별
생활 보장
장애인
다중차별 지원강화를
통한
취약장애인
안전한 제주
지원 강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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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확대
2-3-2. 문화체육 및 관광시설 편의시설 확충
2-4-1. 장애 친화적 의료기관 확대
2-4-2. 의료기관 수어통역사 배치
3-1-1.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확대·강화
3-1-2. 도민 대상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실시
3-2-1. 전문적인 인권강사 양성 시스템 개발 및 운영
3-2-2.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4-1-1.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확대
4-1-2.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확대
4-1-3. 장애인 활동지원 질 관리 체계 구축
4-2-1. 탈시설 정착금 지원 확대
4-2-2. 제주형 탈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4-2-3.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및 확충
4-3-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강화
4-3-3.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5-1-1.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 확대
5-1-2.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일가정 양립지원
5-1-3. 여성장애인 안전보장 강화
5-2-1.
5-2-2.
5-2-3.
5-2-4.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강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
시·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

Ⅵ.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제주형 장애인 인권지표
○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CRPD

대분류

중분류

교육기획

-취학 기회 박탈
-모집요강 제한
-연령 제한
-원서접수거부
-편‧입학 거부
-교육기관 부재
-전학거부‧강요

교육환경

-편의시설 미비
-학급 내 인간관계 차별
-통합교육 거부
-교육프로그램 참여거부
-적절한 시험환경 부재
-학습 도우미 요구
-수화‧점역 교재 요구
-교육비 지원

인식제고
(§8)
교육권
교육
(§24)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30)

문화
향유권

참여권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19)

주거지원

주거안정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권
안전 (§14)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폭력
(§16)
시설장애인의
개인의 완전한 보호
권리
적절한 서비스
(§17)
수익권
적절한 생활수준과
거주이주의
사회적 보호
권리
(§28)
접근성
(§9)
접근권
이주 및 국적의
자유(§18)

세부지표

이동권

-참여거부
-문화공간‧관광지 편의시설 미비
-문화비용 필요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확대

제주도 정책과제

교육권 보장
(인권교육)

문화여가권 보장

주거지원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 권리 침해
-무시, 언어폭력 등 폭력
-성추행 등 성폭력
-적절한 서비스 받을 권리 침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거주이주 권리 침해
-교통시설 제한
-도로환경 제한
-안내표지판·방송 등 미비
-편의시설 미비

편의시설,
이동권,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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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D

대분류

중분류
건축물 접근권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
(§29)
장애아동
(§7)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23)

장애여성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역주민 거부
-거주이주권 침해

선거 접근권

-선거정보 접근권 침해
-투표소 접근권 침해

교육기회

-교육기회 제한 또는 박탈

취업기회

-취업교육기회 박탈
-취업기회 박탈
-적절한 의료, 재활서비스 미흡
-학대

모성권

-산전후 조리 차별
-장애이유로 양육권 침해
-낙태강요
-불임수술 강요

성차별

-재산권 침해
-교육기회 침해
-취업교육 및 근로기회 제한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

폭력

제주도 정책과제

-건축물 편의시설 미비
-주차장 제한

거주 이주권

보호서비스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세부지표

다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
(여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가정 내 성폭력
-성추행 등 성폭력
-무시, 감금, 언어폭력 등 가정폭력
-폭력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차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1~2025)수립을 위
한 연구로, 정책 비전은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장애 친화적 제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5대 정
책목표 및 14개 중점분야, 37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함. 제2차 세부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
요성, 사업추진근거, 주요사업 내용과 연차별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제시하여 실질적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반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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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애유형

6. 장애유형별 운동프로그램 개발: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지영, 박지혜, 이수연

요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로, 지체장애인 운동 참여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주로 지체장애인 대상 운동프로그램은 생활체육에 집
중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설상가상 언택
트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임. 본 연구는 ‘장애인 개별 운동프로
그램(2019)’의 후속연구로 지체장애인 대상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운동지도자
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이에 따라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회
의, 의견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운동프로그램 구성시 대상자의 현
재 신체 및 체력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정도구를 활용하여 개별 수준
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 둘째, 지체장애인 특성에 맞게 개발된 운동프로그램은 스트레칭,
근력 운동 및 서킷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이며, 총 29개의 영상으로 구성하였음. 셋째, 개발된 운동
프로그램 영상은 본원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전국민이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
애인 운동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특히,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은 본인에
게 필요한 영상위주로 재생목록을 구성하여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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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 장애유형 중 가장 큰 인구 규모를 보이는 지체장애는 절단, 마비, 관절, 변
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지체장애인의 운동 참여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운동프로그램은 좌식배구, 좌식배드민턴 등 생활
체육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
정이며, 지역 내 체육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
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지도하는 운동지도자에게 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하며, 지
체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따른 운동 목표 설정, 적정 운동방법, 운동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전문가 및 당사자 면담으로 구성됨
○ 개인 운동 맞춤형 운동을 제안하고 운동영상을 촬영 및 배포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국내외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한 문헌 조사를
통해 지체장애의 종류, 장애 정도에 따른 특성 및 기능 제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전문가 자문회의)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고안한 운동프로그램에 대하여 총 2회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피드백을 받아 수정 및 보완하였음
○ (잔존 기능별 운동 동작 및 효과 정리)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잔존 기능,
운동 목적, 동반질환 상태, 환경적 요인 등에 따른 운동 프로토콜을 고안하였으
며, 대상자 개인의 관절가동범위와 움직임을 고려하여 문제은행 방식의 운동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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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만들어 대상자가 선택 및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운동 영상 촬영) 운동지도자 4인과 장애인 당사자 1인을 모델로 하여 스트레칭,
근력 운동, 서킷 운동, 유산소 운동을 촬영하였음
○ (지체장애인 초점집단면접) 본 운동프로그램의 운동영상 및 운동가이드라인에 대
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얻고자 초점집단면접을 진행
○ (운동 동작 평가 및 보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이해당사자의 피드백을 통해 본 연
구의 운동 동작을 평가 및 보완하였음

Ⅱ. 이론적 배경
1. 지체장애
1) 지체장애의 종류 및 특성
○ 지체장애의 장애부위를 구분하여 볼 때, 하지(44.9%), 척추(32.1%), 상지(2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형태로 구분하였을 때, 관절장애(68.2%), 마비(13.5%),
절단(13.3%), 변형(5.1%)순으로 조사되었음(김성희 외, 2017)
○ 절단장애는 상지절단장애와 하지절단장애로 구분되는데 상지절단장애는 손가락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등, 하지절단장애는 발가락, 발목 관절, 무릎 관절 등 손
상정도에 의해 장애등급이 결정됨
○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근력 약화 혹은 관절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지체기능장애는 상지, 하지 기능장애와 척수기능장애로 나뉨
○ 변형 등의 장애의 장애등급은 다리 길이의 단축, 척추측만, 왜소증 등에 의해 결
정됨
○ 국내 지체장애인은 2018년 12월 기준 가장 많은 비율(47.9%)을 차지하고 있으
며, 2010년부터 지체장애인 인구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보건복지부)
○ 지체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절반에 가까운 지
체장애인들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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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체장애인의 운동 참여 현황
○ 본 장은 장애인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2019)를 활용하여 제시하였음
○ 최근 1년간 77.3%의 지체장애인이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렇지 않은 당사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현황
○ (운동횟수) 일주일에 4-5번(21.5%), 거의 매일(15.5%), 일주일에 3번(14.8%), 일
주일에 1번(12.9%) 순으로 나타남
○ (1회 평균 운동 시간) 30분~1시간 미만(43.0%), 30분 미만(28.3%), 1시간~1시
간 30분 미만(15.1%), 2시간 이상(7.3%), 1시간 30분~2시간 미만(6.2%) 순임
○ (운동 강도) 저강도(41.6%), 중강도(40.8%), 고강도(7.6%) 순임
○ (운동 참여 방식) 개인(89.1%), 강습 및 강좌(6.6%), 클럽/동호회(4.1%), 기타
(0.2%) 순임
○ (운동 종목)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55.5%), 수영(8.4%), 자전거/사이클(5.9%)
순임
○ (희망 운동 종목)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
(31.7%), 수영(17.9%) 등의 순서로 나타남. 금전적 여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걷
기 및 가벼운 달리기(23.8%), 기타 스포츠 그 외 종목(21.9%), 수영(16.7%)순임
○ (운동 시 보완점) 비용지원(38.3%), 기타(16.4%),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
(12.1%) 순임
○ (운동을 통해 얻는 효과) ‘건강과 체력 증진’,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적 안정’,
‘일상생활 도움’, ‘의료비 절감’ 4개 분야 모두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효과있다’로
응답하였음
○ (운동 참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운동 참여로 행복해졌다(36.2%), 매우 행복
해졌다(32.5%) 순임

2)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지체장애인 현황
○ (운동에 대한 의지) 별로 할 생각이 없다(31.8%), 전혀 할 생각이 없다(18.6%)
○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몸이 안 좋아서/움직이기 어려움(42.4%), 시간 부족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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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운동 종목)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47.2%), 기타 스포츠 그 외 종목(15.8%),
수영(9.6%)

3. 소결
○ 2017년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된 후, 건강 증진을 위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운동 참여 시설, 운동지도자, 운동프로그램 등 인프라는 여전히 제한적임
○ 장애인의 운동 지도 시, 개개인의 장애의 특성을 이해한 후 이에 적합한 맞춤형
운동을 제공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한 운동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현재 많은 장애인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기반 체육시설에서의 운동을 원하
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작과
이를 지도하는 운동지도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신체활동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에게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

Ⅲ. 지체장애인 대상 운동프로그램 개발
1. 지체장애인 대상 운동프로그램 문헌조사
1) 국내 선행연구
○ 국내 선행연구는 총 17편으로, 구기종목 12편, 세라밴드 운동 1편, 수영 혹은 수
중 재활운동 2편, 승마운동 1편, 복합운동 1편으로 조사됨
- 위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심리적 변인(여가열의, 생활만족, 운동지속 등), 기능
적 체력(신체구성, 근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그리고 생리적 변인(총콜레스
테롤, 중성지방, 코티졸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 국외 선행연구
○ 운동프로그램은 전화 혹은 화상통화를 이용하여 관리되었으며 자가 운동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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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운동프로그램은 신체활동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운동 자신감과 운동 지속 향상과
같은 심리적 변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됨

3) 장애인 개별 운동프로그램 예비연구
○ 본 연구는 ‘장애인 개별 운동프로그램(2019)’의 후속연구로 본 연도에는 지체장애
인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알맞은
운동을 선별 및 촬영하여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포함

2. 잔존기능별 운동 동작 고안
○ 지체장애인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신체기능이 다르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동프로그램 구성

1) 운동 시작 전 사정(Assessment)
○ 문진은 개인의 현재 신체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으로 운동프로그램 구성에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이를 고려한 문진표를 제시하였음
○ 신체구성은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혈압을 측정하며 지
체장애의 경우 앉거나 누워서 측정 가능함
○ 신체구성 측정
- 평형성(동적, 정적), 근력(상지, 몸통, 하지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측정

2) 지체장애인 대상 운동프로그램 구성
○ 문진 및 기능평가를 마친 후,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신체기능에 따라
적용 가능한 운동의 종류를 구분하고, 세부 신체기능, 운동 목적, 운동선호도, 개
인별 특성에 따라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함
○ 운동프로그램은 가능한 스트레칭,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
하며, 개인의 잔존 기능에 따라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하되 필요시 재활을 위한 운
동을 추가함
○ 운동 강도의 경우 이전 운동 참여 경험이나 현재 체력 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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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처음 운동을 시작하거나 체력 수준이 낮은 경우 운동 강도를 낮게 설정하
고,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을 권고함
○ 운동종류, 강도, 빈도 등을 고려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운동
일지를 작성함으로 지속적인 운동참여가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함

3) 운동 종류 및 방법
○ 스트레칭은 지체장애인의 근육 불균형 및 통증으로 인해 줄어든 관절가동범위 증
가 및 유지에 효과적임
○ 근력운동은 지체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근육 균형 유지 및 회복에 효과가 있음
○ 유산소 운동은 기능적 손상으로 개인의 운동능력과 체력이 저하되어 비만, 고혈
압 등 합병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지체장애인에게 꼭 필요함

3. 전문가 자문회의
○ 본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체육, 재활의학, 장애인협회 등 전
문가 4인을 섭외하여 1대 1 면담으로 각 2회 진행하였음

1) 지체장애인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의견
○ 지체장애인 운동프로그램 구성 및 지도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 운동지도자 감독 하 운동과 재택 운동을 병행하되, 운동 체크 계획표와 식이
관련 자료 배부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운동프로그램은 사전 측정을 통해 개인의 관절가동범위, 근력, 심장박동 최대
치를 고려하여 운동프로그램의 강도, 빈도, 동작이 구성되어야 함
- 본 운동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지구력 및 체력 강화가 목적이며 이를 위해 다양
한 기구를 활용한 운동을 준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대상자 모집에 대한 의견 수렴
- 절단장애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 선정 시, 운동이 가능한지 테스
트 해 볼 필요가 있음
○ 운동지도자 및 측정조사원 모집에 대한 의견 수렴
- 연구도구의 신뢰도 향상과 지체장애 측정 및 운동 지도 시, 주의해야할 부분
숙지를 위해 운동지도자 및 측정조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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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 설문조사에 우울증, 자아존중감, 운동 만족도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근력 측정 시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다르게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정 시 심박수 측정 추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운동 가이드라인 및 영상에 대한 의견
○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수렴
- 코로나로 인하여 운동영상을 촬영하여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진행하거나 지체장
애인 운동프로그램 구성 프로토콜 개발 필요. 또한 영상프로그램 설문조사 실
시 등 여러 향후 방안을 고안함
○ 운동프로그램 영상에 대한 의견
- 향후에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절단장애 등 다양한 지체장애인들이 함
께 참여하여 운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권고함
○ 향후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 이 보고서를 통해 추후 센터나 복지관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
동프로그램 프로토콜 개발이 될 필요가 있음
- 운동프로그램 구성표와 함께 자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실제 참여도를 높이
는 방안이 제시되며, 운동참여에 따른 정기적인 체크업을 통해 불편한 점, 부
족한 점 등의 피드백, 운동효과 확인 등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4. 지체장애인 운동프로그램 영상 구성
1) 운동프로그램 영상 내용
○ 운동프로그램 영상은 스트레칭,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설명 영상 및 함께 운동하는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운동명칭은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애니메이션, 수화 그
리고 자막을 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임
○ 스트레칭은 4동작(골반 스트레칭, 허리 눌러주기, 마주보고 어깨 누르기, 다리 잡
고 스트레칭), 근력운동은 상체 1개, 코어 4개, 하체 운동 1개 총 6개 운동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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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촬영하였음
○ 유산소 운동은 음악에 맞춰 5개의 동작을 3분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
로 제작하였음

2) 활용방법
○ 본 2019년도 및 2020년도 운동프로그램 영상은 본원 유튜브 계정에 게시되었으
며, 개인이 필요한 영상으로 재생목록을 구성하여 볼 수 있음
○ ‘설명 영상’과 ‘함께 하기’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영상에서 활용되는 도구
/기구 이외에 대안할 수 있는 도구도 제시되어 있음

Ⅳ. 운동 영상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조사
1.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총 5인의 지체장애인으
로 이루어짐
○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은 개발된 운동프로그램 영상과 운동프로그램 가이드
라인에 대한 의견 청취로 초점집단면접으로 실시하였음

2. 분석 결과
1) 본 영상 및 가이드라인의 활용방안
○ 영상 및 가이드라인의 장점 및 수정사항으로 주제화하였으며, 본인이 원하는 시
간과 장소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본 영상 속 운동 모델이 다양하지 못했고 또한 다양한 지체장애 유형을 반
영한 운동 동작이지 않아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음
○ 장애인 뉴스, 유튜브 업로드, 운동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의 효과 검증 인터뷰
등 본 영상 및 가이드라인의 홍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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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프로그램
○ 본 운동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요인으로 전문적인 운동지도자, 지체장애 유형,
운동의 필요성 및 목적, 생애별 그리고 각 지체장애 유형을 고려한 운동프로그램
이 필요함
○ 비대면 지체장애인 운동프로그램 계획방안으로는 운동전문가의 필요성 및 목적
제시, 향후 제작된 운동영상 홍보방안 그리고 신나는 운동프로그램이 필요함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지체장애인 대상 운동 구성 시 유의사항) 운동프로그램 구성 전, 대상자의 잔존
기능과 같은 신체기능과 대사질환 유무를 확인 및 신체활동 경험, 운동선호 및
제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함
○ 운동프로그램은 스트레칭,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은 지체장애인이 실시할 수 있는 운동을 사진과 함께 제시함
○ 본 운동프로그램 영상은 지체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세 및 동작들을 ‘설명
영상’과 ‘함께 하기 영상’으로 나누어 제작하였음
○ 총 스트레칭 4개 영상, 근력운동 6개 영상, 서킷 근력운동 10분, 그리고 유산소
운동 3~4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본 영상을 한국장애인개발원 유튜브에서 개인별
재생목록을 만들어 필요한 운동을 실시할 수 있음

2. 제언
○ 본 연구는 1대 1 운동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연구 대상자와 대면방식
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하여 본 연구의 진행
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본 연구진은 운동을 시작할 지체장애인 혹은 향후 지체장애인 운동을 지도
할 운동지도자에게 지체장애인 운동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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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상은 본원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선호도와 건
강상태에 맞춰 운동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고 지체장애인 대상 운동지도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본 운동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수행하지 못했
음. 향후 연구에서는 효과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척수장애와 절단장애인을
분리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는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지체장애인 대상 운동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스트레칭, 근력, 서킷 근력, 유산소 운동으로 구성된 운동프로
그램 영상을 개발하였음. 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적용을 통해 개발된 운동프
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과정을 불가피하게 미이행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 검증이 필
요할 것임.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운동프로
그램, 찾아가는 운동 서비스 및 체력 관리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운동 관련 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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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난취약 유형별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 및
보급방안 연구
강정배, 김태용

요약
산업의 발달과 자연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자연 및 사회재난이 증가하면서, 최
근 몇 년간 노인과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관련 매뉴얼이 제작됨. 기존에 개발된 매뉴
얼은 분량, 용어, 구성 등의 문제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배포가 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낮은
현장 체감도 및 재난 상황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매뉴얼을 배포 가능한 수준으
로 재구성하여 제작하고,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제작된 자료를 배포, 교육, 체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이 요구됨.
본 연구는 기존 장애인 재난 안전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5가지 재난 취약유형
중 ‘계단이동의 어려움’, ‘시각 정보 습득의 어려움’ 2개 유형의 매뉴얼과 ‘낙뢰’, ‘산사태’, ‘식용수 오
염’, ‘황사’, ‘심한 미세먼지’, ‘식중독’ 6종의 장애포괄적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함. 또한, 장애인 개인
및 가구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매뉴얼의 배포, 교육, 훈련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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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산업의 발달과 자연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자연 및 사회 재난이 증
가하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은 재난 상황에 대한 인지 및 판단, 대처 능력이 비장애인과 같을 수
없기에 피해 가능성이 높음(화재에 의한 장애인 사망자 비율은 전체에 비해 약 3
배 이상 높음)
○ 재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대비이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
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이에 지난 몇 년간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장애인 재
난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의 연구를 함
○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매뉴얼은 분량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조력자 역할 미구분 등으로 배포에 한계가 있음. 이에 현장에서는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기존 매뉴얼을 배포 가능한 수준으로 재구성하여 제작하고, 재난 발생을 대
비하여 제작된 자료를 배포, 교육,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구성이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장애인 재난 안전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
고, 재난 취약유형 중 ‘계단이동의 어려움’, ‘시각 정보 습득의 어려움’ 2개 유
형의 재난 안전 매뉴얼을 선행 매뉴얼 분석을 통해 재구성하고, 주요 국민행동
요령을 장애포괄적 행동요령으로 개선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 범위
- 재난취약 유형별 장애인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 및 계획수립
- 장애인용 재난안전 매뉴얼 배포·교육 방안 마련
○ 연구 방법
- 선행연구/매뉴얼 분석(문헌조사)
- 전문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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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제작 및 당사자 검토

Ⅱ. 장애인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 방향
1. 재난 취약특성 분류
○ 장애유형의 재난 특성을 재분류해 보면 이동 어려움, 계단 이동 어려움, 의사소통
어려움, 음성 의사소통 어려움, 시각정보 취득 어려움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됨
○ 15개 장애유형과 5가지 재난 취약특성이 정확히 일치되지 않음. 이에 개인별 재
난대피계획 수립이 필요함

2. 선행 매뉴얼 분석
○ 12종1)의 선행 매뉴얼을 4가지 측면으로 분석함
- ①재난 유형: 어떠한 재난에 초점을 두었는가?
- ②재난 취약특성: 장애인 당사자의 재난 취약특성을 어떻게/얼마나 반영하
였나?
- ③당사자 역할: 개발 과정 중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어떻게/얼마나 반영되
었나?
- ④활용 가능성: 제작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가?

1) ‘장애인을 위한 피난매뉴얼Ⅰ-보행장애인’(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
얼 개발-지체장애인용’(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14),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생활 안내책 “안전한 생
활” 이렇게 해봅시다!’(보건복지부·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2014),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매뉴얼’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4),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피난대비 매뉴얼’(장애인고용공단,
2015),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청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장애 포괄적 국민행동요령’(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보건복지
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행정안전부·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8), ‘장애
취약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8), ‘장애유형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
얼 개발’(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보건복지부·한
국장애인개발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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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7-1> 선행 매뉴얼 분석결과
분석 기준

구분

재난 유형

재난 취약특성

당사자 역할

활용 가능성

매뉴얼1

사회재난 1종

자력대피 가능여부

자문위원,
FGI 참여자, 피실험자

소책자(12p)

매뉴얼2

사회재난 11종
자연재난 15종

지체장애인

-

소책자(73p)

매뉴얼3

사회재난 6종
자연재난 11종

발달장애인

기획, 제작, 자문위원,
전문가

읽기 쉬운 정보,
소책자(47p)

매뉴얼4

사회재난 9종
자연재난 6종

거주시설 유형별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중증, 영유아)

제작

교육용 책자(112p)

매뉴얼5

사회재난 1종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자문위원

사업주용 소책자(15p)
근로자용 리플렛

매뉴얼6

사회재난 8종
자연재난 7종

시각장애인

전문가

소책자(64p)

매뉴얼7

사회재난 8종
자연재난 8종

청각장애인

자문위원, 실태조사

소책자(40p)

매뉴얼8

사회재난 10종
자연재난 5종
생활안전 5종

이동의 어려움,
계단이동의 어려움,
음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의미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각정보 습득의 어려움

자문위원, 감수자

읽기 쉬운 정보,
재난 1종당 1~3p

매뉴얼9

사회재난 11종
자연재난 6종

시각, 청각, 지체,
내부기능, 지적, 정신
장애인

제작

소책자(51p)

사회재난 1종
자연재난 1종

지체, 발달, 시각 장애인

-

시나리오당 2~3p

사회재난 3종
자연재난 5종

이동의 어려움

자문위원, 감수자

소책자(13p)

매뉴얼10
매뉴얼11
매뉴얼12

3. 매뉴얼 개선 방향
○ 선행 매뉴얼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매뉴얼 개선 방향과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
를 도출함
- 체크리스트는 장애인의 재난 특성, 쉬운 자료 제작 방법, 제작 자료에 장애인
등장여부, 등장인물의 성비 등을 고려하도록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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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매뉴얼 개선 방향
구분

개선 방향
∙ 자주 발생하는 재난
∙ 가정 및 일상생활에서 대비/대응할 수 있는 재난 유형

재난 유형 측면

∙ 재난 취약특성 5가지 유형별로 분류

재난 취약특성 측면
당사자 역할 측면

∙ 자문위원, 전문가, 당사자로써 의견 수렴

활용 가능성 측면

∙ 쉬운 읽기 형식의 문장과 그림 구성, 재난 취약특성 반영 등 체크리스트 활용
∙ 제작 및 배포가 용이한 적은 분량의 소책자 형식
<표 7-3> 재난관련 자료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관련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반영 여부

적절한 정보(글, 그림) 제공
∙ 불필요한 정보(글, 그림) 삭제

□

∙ 글과 그림 매칭하기

□

어려운 문장 수정
∙ 한 문장 내 지시사항 최소화(가급적 1개)

□

∙ 문어체 문장은 구어체 문장으로 수정

□

∙ 전문 용어는 쉬운 용어로 수정

□

재난 취약특성 반영(상황 그림 추가)
∙ 이동의 어려움

□

∙ 계단 이동의 어려움

□

∙ 음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

∙ 의미 의사소통의 어려움

□

∙ 시각정보 습득의 어려움

□

그림 내 인물 등장 시 고려사항
복수의 인물 등장 시 성비 고려

□

장애인 포함

□

시각장애인 대상 매뉴얼의 경우, 모든 내용을 텍스트(.txt) 파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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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장애인 재난안전 매뉴얼 제작
○ 장애인 재난안전 매뉴얼 제작 단계는 총 4단계로 ①기존 매뉴얼 내용추출, ②초
안 제작, ③당사자 감수, ④최종본 제작임
- (1단계) 선행 매뉴얼에서 재난취약 유형별 자료를 재구성함
- (2단계) 재구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매뉴얼 초안 제작
- (3단계) 제작된 초안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검토하고 수정사항을 도출
- (4단계)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최종본 제작
○ 해당 절차를 통해 ‘계단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와
‘시각정보 습득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를 제작함2)
○ 국민행동요령은 ‘재난관련 자료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관련 체크리스트’를 기준으
로 기존 내용과 그림을 장애포괄적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수정·제작함
- 낙뢰, 산사태, 식용수 오염, 식중독 예방, 황사, 고농도 미세먼지 제작

[그림 7-1] 장애인 재난 안전 매뉴얼 2종(표지)

2) 장애인 재난안전 매뉴얼은 재난 취약특성 5개 유형에 따라 제작되며, ①이동의 어려움, ②계단이동의 어려
움, ③ 음성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매뉴얼은 제작이 완료 되었고, ④의미 의사소통의 어려움, ⑤ 시각정
보 습득의 어려움의 재난 매뉴얼은 향후 제작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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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 재난안전 매뉴얼 배포 및 교육 방안
1. 매뉴얼 배포 대상 및 방안
○ 장애인 재난안전 매뉴얼의 배포대상은 5가지 유형의 재난안전 특성이 명확한 장
애인으로 중증장애인이 그 대상임
- (1순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약 92,900명
- (2순위)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약 268,433명
- (3순위) 중증장애인 약 985,403명
○ 배포방식은 복지부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배포하는 방법과 신규등록 장애인 또는
신규 활동지원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같이 제공하는 방안이 있음
- 예산 측면에서 발송비 1,000원과 제작비 3,000원을 감안하면 1인당 4,000원
의 비용이 필요함

2. 매뉴얼 교육 방안
○ 매뉴얼 교육은 대면 교육방식과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
음. 대면 교육방식은 5가지 방식으로 구분함
-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교육방법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기 보다는 다
양한 교육방식을 모두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표 7-4> 매뉴얼 대면 교육방식
순번

구분

1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학습

2

복지사업 종사자를 통한 전달교육

장애인활동지원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 등에서 교육 또는 제공인력을 통한 전달교육

3

복지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평생교육센터,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주간활동센터 등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하는 방법

4

안전체험

5

소방연계 방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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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장애인 당사자가 매뉴얼을 보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

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
소방청의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소방관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방법

○ 코로나19 상황처럼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지역 또는 환경에 따라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기술이 활용될 필요
가 있음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투브(YouTube) 등의 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
자료 배포 및 확산이 필요함

3. 장애인 재난대응 훈련 방안
○ 장애인의 재난대응 훈련은 학교, 단체, 복지관,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기관단위
교육과 장애인 개인의 재난 체험을 통해 안전한 환경과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 시
키는 방안이 필요함
○ 장애인 개인이 재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전체험관을 통해 재난에 대비
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안전체험관이 없는 지역을 위해선 기관이나 단체를 중
심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사업 등을 통해 안전훈련과 체험이 이루
어져야 함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장애인관련 재난안전 매뉴얼을 배포수준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2종의 장애
인 재난안전 매뉴얼 제작과 5종의 국민행동요령을 장애포괄적 내용으로 수정하였음.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뉴얼 배포, 교육, 훈련 사업이 추가적으로 진
행되어야 함.

7. 재난취약 유형별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 및 보급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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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뇌전증장애인 보건복지 욕구 파악 연구
서원선, 임정현, 이상준

요약
뇌전증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의 0.3%인 6,935명으로 0.1%인 안면장애인과 0.2%인 심장장애인 다
음으로 가장 낮은 비율의 소수장애인임. 소수장애인의 어려움은 장애인 실태조사 등에서 통계는 산출
되고 있으나, 소수 인원의 조사 결과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인해 뇌전증장애의 특성, 환경, 보
건·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일부 수행된 연구에서도 뇌전증장애인의 욕구
보다는 부모나 가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뇌전증장애인을 위한 보건이나 복지 등 관련 욕구를
분석하고 정책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뇌전증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욕구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
터뷰를 통해 보건, 복지, 고용, 이동, 심리상담, 가족관계 등 총 11개의 주요주제가 도출되었음. 이와
더불어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여 심층인터뷰 결과와 관련해 개선할 보건·복지 정책을 제
시하였음.
구체적인 정책 개선점으로는 대마오일 약물의 급여화, 뇌전증장애인종합지원 체계 마련,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이동지원서비스 확대, 직업재활 체계 개선 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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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 뇌전증장애인은 등록장애인 2,545,637명 중 6,935명(약 0.3%)으로 안면장애
0.1%, 심장장애 0.2%에 이어 15개 장애 유형 중 3번째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장애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30만 명으로 추정됨(100명
당 1명의 유병율). 뇌전증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를 살펴보면 만 10~19세에
서 33.8%로 가장 높으며, 만 5~9세가 24.3%로 그 다음을 차지하여 10대 이전
에 발생한 경우가 78%임(보건복지부, 2017)
○ 뇌전증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핵
심적인 내용으로는 장애인 등록, 의료비 지급,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지원, 고용
촉진 및 자립생활지원 등으로 다른 장애인들과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음. 하지만
뇌전증장애인은 소수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나 실태파
악을 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장애인실태조사 및 장애인삶 패널조사에서 뇌
전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나 문항이 일반적이어서 뇌전증장애인의
욕구파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문항을 통한 조사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전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현황을 조사
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2.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
○ 본 연구는 뇌전증장애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회의, 국내 문헌조사, 국외 문헌조사, 심층인터뷰,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첫째, 뇌전증장애와 관련된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총 2회에 걸쳐 연구방
향, 연구내용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내용의 충실도와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 연구결과의 적합성 및 기여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뇌전증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제
시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셋째, 뇌전증장애인 당사자의 보건·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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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는 한국뇌전증장애인협회의 도움으로 협회에
등록된 뇌전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끝으로, 뇌전증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가 포커
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음

연구 방향 설정

▸ 세부 연구계획 수립

붸

문헌 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

▸ 뇌전증장애인 욕구 및 실태관련 문헌 조사

붸

해외사례 조사

▸ 뇌전증장애인 욕구 및 실태관련 해외문헌 조사

붸

뇌전증장애인 심층인터뷰

▸ 심층인터뷰를 통한 뇌전증장애인의 욕구파악

붸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뇌전증장애인의 세부적인 욕구파
악

붸

결론 및 시사점 도출

▸ 해외사례, 뇌전증장애인 실태조사,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
한 뇌전증장애인의 욕구 및 보건·복지서비스 필요도 제시

붸

보고서 발간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그림 8-1] 연구수행 체계

Ⅱ. 뇌전증장애인의 국내외 보건·복지서비스
1. 국내 보건·복지서비스
○ 뇌전증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핵
심적인 내용으로는 장애인 등록, 의료비 지급, 장애수당, 자녀교육비지원, 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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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및 자립생활지원 등으로 다른 장애인들과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시
행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2. 해외 보건·복지서비스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로 미국과 뉴질랜드 사례를 주로 살펴보았음. 그 결과 해
외 보건·복지서비스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뇌전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와 관련해 일부 의료서비스 및 약품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특히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고가의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
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해야 함. 뉴질랜드의 경우 뇌전증장애인을 위한 약물 및 의료서비스가 무료여서
뇌전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 둘째, 뇌전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재활서비스의 확대가 필요
함.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뇌전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감면·할인에 치중되어 있어 뇌전증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에는
미흡함. 그러나 미국, 뉴질랜드에서는 뇌전증장애인에게도 상당 수준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인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
는 뇌전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직종, 특화된 직업재활서비스 등을 조사하여 현
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뇌전증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특
히 직업현장에서 뇌전증장애인이 겪는 차별을 예방하고 발생된 차별에 대한 적극
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릇된 지식
으로 인한 차별은 뇌전증장애인이 사회통합을 하는데 가장 부정적인 요인이며 미
국, 뉴질랜드에서는 뇌전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엄격히 금하고 있음. 그리고 미
국과 뉴질랜드에서는 뇌전증장애인이 비차별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매뉴얼 등을 배포하여 뇌전증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있
음.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뇌전증장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뇌전증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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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뇌전증장애인의 보건·복지 욕구파악을 위한 심층인터뷰 및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1. 뇌전증장애인 심층인터뷰
○ 본 연구에서는 뇌전증장애인의 보건·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심층인터뷰
를 통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연구참여자는 뇌전증장애 관련 단체로부터 추
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성별, 연령, 현재 사회활동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음.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뇌전증장애인 당사자 7명과 당사자의 부모 4명으로 총 11명임
<표 8-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연구참여자

성별

연령대

결혼유무

중복장애
유무

장애등록
여부

학력

발병시기

1

당사자1

여

41세

무

무

유

석사

만8세(초2)

2

당사자2

남

39세

무

무

유

전문대

만14세(중2)

3

당사자3

여

33세

무

무

무

전문대

만8세(초2)

4

당사자4

여

30대

무

무

무

대학원졸

만26세

5

당사자5

여

50대

유

무

무

고졸

만7세(초1)

6

당사자6

남

42세

무

무

유

대졸

만15세(중3)

7

당사자7

여

20세

무

무

무

전문대

만14세(중2)

연구참여자

자녀
성별

자녀
연령(만)

자녀
결혼유무

중복장애
유무

장애등록
여부

장애자녀의
학력

발병시기

8

가족(모)1

남

18세

무

유

유

고졸

생후 10개월

9

가족(모)2

여

5세

무

유

유

미취학

생후 3일

10

가족(부)3

남

20세

무

유

유

고졸

만 8세

11

가족(모)4

남

20세

무

유

유

고졸

생후 1개월

○ 분석결과, 뇌전증장애인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실태를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
음. 8가지는 뇌전증장애인 당사자의 생활실태(심리·정서적 특성, 신체적 특성, 사
회적 관계, 경제적 어려움, 학교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결혼
및 출산)로 구성하였으며, 나머지 두 가지 영역은 뇌전증장애인 가족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실태(뇌전증장애인 가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돌봄 및 양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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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함
○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심리·정서적 특성(위축감과 우울감, 예측불가능한
발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부모의 보호 속에 의존적으로 살아감), 2. 신체적
특성(약물 부작용과 전조증상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신체 활동의 기회 부족),
3. 사회적 관계(병을 이해해 주는 소수의 친구관계만 유지, 제한된 생활환경에서
살아감), 4. 경제적 어려움(낮은 경제활동 참여, 과다한 치료비 부담), 5. 학교생
활(왕따, 따돌림 경험, 발작에 대처하지 못하는 학교시스템), 6. 취업 및 직장생활
(발작으로 퇴사를 권유함, 사람을 상대하는 일보다 혼자 하는 일을 선호함, 단순
업무와 불안정한 일자리: 장애인일자리), 7. 여가 및 문화생활(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생활), 8. 결혼 및 출산(스스로 결혼을 포기함, 약복용으로 인한 임신의
두려움), 9. 뇌전증장애인 가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부모들의 우울감,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 형제들이 경험하는 우울감과 정서적 불안감), 10. 돌봄 및 양육(24
시간 돌봄노동, 복지시설에서도 뇌전증장애인을 기피함)
<표 8-2> 뇌전증장애인의 생활실태에 따른 서비스 욕구
구분

생활실태

욕 구

뇌전증장애인을 위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 훈련 서
비스
- 위축감과 우울감
심리
(우울, 낙인, 차별 등의 부정적인 경험에서 벗어나 적절한 자기표
- 예측 불가능한 발작에 대한 두려움
정서적
현과 대처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서비스)
과 불안감
특성
뇌전증장애인을 위한 심리 정서적 치료 지원
- 부모의 보호 속에 의존적으로 살아감
부모 교육 서비스 (뇌전증장애아에 대한 과보호나 지나친 간섭이
아닌 온전한 인격체로 양육)(손영민 외, 2017)
사회적
관계

- 병을 이해해 주는 소수의 친구관계 뇌전증장애인 자조모임 및 동아리 지원
만 유지
뇌전증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경련 발견 시 대처방법에 대한
- 제한된 생활환경에서 살아감
교육)

신체적
특성

- 약물 부작용과 전조증상으로 인한
뇌전증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갖춘 체육시설 및 재
삶의 질 저하
활시설 확충(지자체별 설립)
- 신체활동의 기회 부족

경제적 - 낮은 경제활동 참여
어려움 - 과다한 치료비 부담
학교
생활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등의 장기적인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

- 왕따,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 학생, 교사를 상대로 한 뇌전증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실시
- 발작에 대처하지 못하는 학교시스 일반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경련 대처에 관련 교
육 실시
템

취업 및 - 발작으로 퇴사를 권유함
고용주를 대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직장 - 사람을 상대하는 일보다 혼자 하는 뇌전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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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활

생활실태

욕 구

일을 선호함
- 단순 업무와 불안정한 일자리: 장애 뇌전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고용 일자리 개발
인일자리

여가 및
뇌전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동
문화 -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생활 행 서비스(가족 외에 뇌전증장애인의 외출과 외부 활동을 지원할
생활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됨)
결혼 및 - 스스로 결혼을 포기함
출산 - 약 복용으로 인한 임신의 두려움

뇌전증장애인의 안전한 임신과 육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
개발

가족의 - 부모들의 우울감
뇌전증장애인 부모와 형제를 위한 심리 정서적 치료 지원
심리 -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
뇌전증장애인 부모들을 위한 부부상담 서비스
정서적 - 형제들이 경험하는 우울감과 정서
뇌전증장애인 형제를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서비스
적 불안감
어려움
- 24시간 돌봄 노동
복합장애를 가진 뇌전증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돌봄 및
- 복지 시설에서도 뇌전증장애인을 뇌전증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양육
기피함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허용

2.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 본 연구에서는 뇌전증장애인의 보건·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에 있
어 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했으며 동시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집단을 뇌
전증장애인 당사자 혹은 가족과 뇌전증장애인 관련 전문가로 구분하였음. 뇌전증
장애인 전문가는 관련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특히 뇌전증장
애인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대상은 뇌전증장애
인 가족 3인, 뇌전증 관련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됨

Ⅳ. 결론 및 제언
1. 의료서비스
○ 희귀의약품 지원 및 국가적 보조 필요: 2019년 초부터 국내에서 ‘CBD 오일’이
합법화 되어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드라벳 증후군 2가지 군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음(Kumar, Khan, Giyanwani, & Kiran, 2018). 그러나 약물을 구입하는 시
간이 길고(약 3개월 대기) 가격도 고가임(한 병 100ml에 180만원)(한국뇌전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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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0; 헬스조선, 2019). 난치성 뇌전증장애인의 경우 약을 사용하고 싶어도
비용적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약을 수급하는 과정 역시 복잡함.
이에 뇌전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약물 수급 과정을 개선하고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한국뇌전증협회, 2020)
○ 병원 내 통합적 진료 시스템 구축: 난치성 뇌전증장애인의 경우 신경과 뿐 아니
라 재활의학과, 영양팀, 필요시 다른 임상과 등 여러 과와 협업이 필요함. 현재
통합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료 시
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뇌파검사 시간 조정 야간 검사 필요: 뇌전증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뇌파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대한뇌전증학회, 2020). 뇌파 검사는 수면 중에 이루어지며 자
연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치료 이틀 전부터 수면 조절을 해야 함. 이를 위해 수
면하지 못하도록 가족이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해야 함. 뇌파 검사를 위한 준비
단계를 개선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에 뇌파검사를 할 수 있도록 치
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복지서비스
○ 생애주기 통합적 뇌전증장애인 관리: 뇌전증은 평생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기에
사회적인 자원, 국가적 정책, 의료적 예방, 진료, 연구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함. 즉,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우선적으
로 뇌전증장애인을 파악하기 위해 비대면으로라도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확대: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
함.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뇌전증장애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여 대중이 뇌전증장애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및 가족 활동지원 필요: 뇌전증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
은 활동지원사를 배치하여 보호자들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그
리고 중복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 시간을 추가로 받는데 뇌전증이 있는 장애인에
게는 활동보조시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보다 뇌전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어
려움. 뇌전증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의료적 대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활동지원
사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활동지원사를 부모가 할 수 있도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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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동권 보장 및 보조기기 지원: 중증 뇌전증장애인은 1인용 전동 휠체어를 대신
할 수 있는 2인용 이동장치(중증 뇌전증장애인을 태우고 보호자가 운전할 수 있
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콜택시 이용 필요: 뇌전증장애인은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특별교통
수단을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뇌전증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뇌전증장애
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족지원 필요: 가족의 돌봄 부담(care burden)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가족지
원이 필요함. 또한 뇌전증장애인,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
도록 상담 지원 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3. 직업재활서비스
○ 재택근무 기회 및 관련 직종 개발 필요: 뇌전증장애인을 위한 재택근무를 개발하
거나 관련 직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재택근무를 모집인원 외의 인원으로 구분
하여 뇌전증장애인에게 배치하고 재택업무 배치에 대해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강화: 직장 내 뇌전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인식
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뇌전증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를 통해 직장내 뇌전증장애에 대한 인식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EEOC, 2020)

정책제안 및 반영
1. 보건 서비스: 뇌전증장애 치료제인 대마오일의 가격을 낮추어 뇌전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2. 돌봄 서비스 확대: 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뇌전증장애인 부모, 형제, 지인들의 돌봄 부
담을 경감시킴. 뇌전증장애인 가족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또한, 뇌전증장애인의 자기
이미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이 필요함.
3. 이동 및 직업재활 서비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장애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
음. 또한, 뇌전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작업장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4. 장애인식개선: 학교에서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뇌전증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
뇌전증장애인의 발작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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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서해정, 정익중, 이선화

요약
본 연구는 가정위탁지원제도의 현황 파악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애아동의
가정위탁지원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대안양육지침 등의 문헌을 검토하고, 국외 가정위탁제도 사례
분석, 국내 가정위탁 지원 현황 및 장애아동 정책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계, 현장 전문
가, 장애계 등으로 구성된 패널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가정위탁지원제도를 통해서 장애아
동의 지역사회 내 가정형 대안 양육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연구 결과, 가정위탁지원제도의 위탁가정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
가 필요한 장애아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 국가책임에 대한 타당성, 기존 전달체계에서
의 장애아동 가정위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장애아동의 위탁부모에 대한 교육의 중요
성 및 자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도출됨.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률개정, 제도개선, 지원체계 지원, 지원서비스 확대,
양육수당 등 개선사항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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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가정위탁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대안양육에 관한 지침(2000년 12
월 UN총회에서 결의)에 따르고 있음. 이 협약과 지침은 위탁아동들이 시설보호를
통해 양육되는 것보다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함을 강조함
○ 그러나 2016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을 통해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수는 전체의 12,951명이나 이 중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은 248명으로, 전
체 약 2.0%에 불과함. 또한 장애아동 중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지원이 필요
하나,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서 장애아동을 돌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친가정이 아닌 시설보호 쪽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국내 현황조
사 자료 등을 이용한 2차 자료 분석, 가정위탁지원 서비스 현장 및 학계, 장애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애아동의
가정위탁지원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장애아동 역시 시설보호
가 아닌 지역사회 내 가정형 대안 양육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대안양육지침 등을 검토, 장애아동 등 특수한 욕
구를 가진 아동을 중심으로 한 국외 가정위탁 제도 사례 분석, 현재 국내 가정위
탁 현황 및 장애아동 정책 등 문헌 검토함
○ 둘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협조로 2018년, 2019년 가정위탁지원 아
동 현황과 장애아동 현황에 대한 원자료를 제공받고 비교 분석하였음
○ 셋째, 본 연구는 지역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FGI 실시 후 델파이조사 문항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워 선행연구 분석
및 수차례 연구진회의 등을 통해 델파이 문항을 개발하였음. 개발된 델파이조사
문항으로 가정위탁 관련된 20명의 전문가(장애아동 전문가, 가정위탁 현장 및 학
계 전문가 등)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음
○ 넷째, 아동권리보장원의 추천을 통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3곳(충북, 대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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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장 방문하여 중간관리자, 상담원 2~3명, 위탁모 3명 중심으로 각각 심층인
터뷰를 실시함
○ 다섯째, 가정위탁 및 아동 대안 양육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방향 및 델
파이 문항 검토,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
회를 구성하여 2회 실시해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음

Ⅱ. 이론적 고찰
1. 가정위탁지원 제도 변화
○ 우리나라에서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1985년 5월부터 인천과 광주의 2개 직할시
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하였음. 그러나 가정에 배치한 아동의 부적응 문제
및 위탁가정의 장기보호 거부로 인하여 시범사업을 종료함
○ 보건복지부는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04년 7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를 설치하였음. 그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위탁가정의 아
동을 수급자로 책정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위탁아동의 상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등이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였음
○ 2004년에 가정위탁단체에 대한 국고지원(2억원)이 시작되었고, 2005년 7월 「아
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가정위탁보호된 아동을 위한 양육비용보조와 가정위탁지
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6년부터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였음. 2020년 현재 아동권리보장원과 각 시·도의 가정위탁업
무를 위임받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위탁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음

2. 가정위탁지원 정책 현황
○ 가정위탁보호의 주요 전달체계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정부
임.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며, 가정위탁제도와 관련한
정책수립 및 교육, 가정위탁 인식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등을 전개하는 보
건복지부 위탁기관임. 그리고 가정위탁보호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가정위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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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있음
○ 가정위탁보호의 절차는 먼저 보호필요 아동 발생 또는 아동의 위탁보호를 희망하
는 경우 시·군·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함. 시·군·구는 가정과 아동을 조사
하여 위탁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결정을 통보하고
적합한 위탁가정을 연계하도록 함. 반면,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가정위탁지
원센터에 신청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위탁가정 선정을 의뢰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희망 가정을 조사하고,
위탁가정 선정여부를 결정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함
○ 가정위탁지원서비스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위탁아동은 아동상담, 자립준비, 친부
모 관계유지, 친가정복귀프로그램이 있으며, 위탁부모는 부모교육 및 보수교육,
친부모의 경우 가족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및 상담, 교육이 지원됨. 2020년도 가
정위탁지원사업의 지침에서 위탁부모 교육시간 강화, 전문위탁부모 수당 신설, 부
정수혜 방지를 위한 관리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음
○ 전문가정위탁지원제도는 2019년도까지 장애아동이 포함되었으나 2020년도부터
제외가 되고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변경이 된 제도로 일반가정보다 전문적
이고 치료적 접근이 가능한 가정위탁제도라고 할 수 있음. 전문가정위탁지원제도
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명시 되어있음

3. 장애아동 가정위탁지원 현황
○ 가정보호 대상자로서의 아동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1,111명으로 비장
애아동은 10,875명(97.9%), 장애아동은 236명(2.1%)임
○ 장애아동의 가정위탁 유형은 대리양육 위탁가정 135명, 친인척 위탁가정 44명,
일반 위탁가정 57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대리양육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8명, 기타 4명을 제외하고 모두 1명이었으며 기타에는 경계
선지능과 다운증후군 아동이 포함됨. 그 외 지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영아나 장애
진단을 받기 이전의 아동들이 미 포함되었을 것을 가정하여 장애를 가진 신규위
탁아동 또는 위탁아동은 파악된 수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음(보건복지부·중앙가
정위탁지원센터, 2019)
○ 장애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시의 연령은 11-13세가 26.7%(63명), 가정위탁보호 기
간은 6년 이상~10년 미만이 28.7%(68명)로 높게 나타남. 보호종결된 장애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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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사유는 별거 및 가출이 36.4%(12명)로 가장 높았고, 부나 모의 사
망이 30.3%(10명)로 나타남. 보호종결이 된 장애아동의 가정위탁보호 기간은 10
년 이상이 54.4%(18명)로 절반이상이 10년 이상의 가정위탁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정위탁보호 종결된 이후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은
자립준비(97.1%)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비장애아동은 취업이 32.2%, 친가정복
귀 29.9% 순으로 나타남

Ⅲ. 해외사례
○ 첫째, 미국의 전문가정위탁 제도는 입양 및 가족안전에 관한 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에 따라 아동의 안전(safety), 영구성(permanency) 뿐 아니
라 궁극적으로 아동의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
히, 연방정부가 2012년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상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아동
의 웰빙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것을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변화에 반영시킬 것인가
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반영해가고 있음. 실천현장에서는 전
문가정위탁이 일반가정위탁에 비하여 강점관점 및 증거기반의 실천형태로 진화해
간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이 시설이나 일반위탁가정에 배치되는
것보다 전문위탁가정에 배치되는 것이 훈련된 전문가정위탁 부모와의 건강한 관
계를 통해 아동 스스로의 역량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음
○ 둘째, 영국은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각 지방정부의 가정위탁서비스 제공에 대해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영구성(permanency)과 돌봄의 지속성

(continuality) 등과 같은 가치를 가정위탁을 포함한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 제도
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나라의 가정위탁 제
도의 발전과 그 설계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봄
○ 마지막으로, 6~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학대나 방임으로 인하여 심리·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아동이나 시설 등에서 재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행동과 정서
적인 문제를 개선한 후, 일반위탁가정으로 재배치하거나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
호주의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도입할만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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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무자 및 위탁부모 인터뷰 결과
○ 첫째, 실무자들은 비장애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부모조차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위탁하려는 가정은 거의 없다고 함. 따라서 가정위탁제도의
가장 큰 과제는 위탁가정을 발굴하는 것임
○ 둘째, 가정위탁으로 장애아동이 배치된 이후 장애아동 위탁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 장애친화적인 센터 및 교육 환경 등을 갖추는 것 등에 어
려움이 많다는 것임
○ 셋째,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해 추가되는 의료비, 재활치료비 등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장애아동을 일반가정위탁으로 배치하기는 쉽지 않음
○ 넷째, 장애아동을 둔 위탁부모들은 처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두려움 등으로 선
뜻 위탁보호하기 어려워하며,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등을 얻지는
못하였음. 이들은 장애인관련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부모들에게 필요한 장애아동 양
육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부모교육을 받았다는 것임
○ 마지막으로, 위탁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위탁보호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아동
양육에 필요한 상담과 정서적 지지, 휴식지원 등이라고 하였음

Ⅴ.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 첫째, 장애아동의 가정위탁관련 법에서는 1차 델파이조사 결과, 「아동복지법」에서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보호연장가능아동의 범위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하고, 「장애
인복지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에 대한 내용 포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서 장애아동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문가정위탁 유형에 대한 필요성과 2020년 아동복지사업 안내에 장애아동
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2차 델파이 조사결과, 시설입소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과정, 전문가정위탁에서의 장애아동 유형 및 특성 고려의 내용이 타
당하다고 하였음
○ 둘째, 가정위탁지원제도에서는 1차 델파이조사 결과에서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
및 제한, 후견인 선임, 공공후견지원사업 지원, 전문인력 추가 배치에 대해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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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고 하였음.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중앙정부에서의 예산지원 담당, 양육비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였음
○ 셋째, 가정위탁지원체계에서는 1차 델파이조사 결과에서 가정위탁보호 절차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의 사례관리 전담에 대해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
군구 민관협의체 및 장애인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남.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가정위탁지원체계에서의 서비스 제공, 전담사례관리
사 필요, 위탁부모에 대한 시군구 민관협의체 및 장애인서비스제공기관과의 협력
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였음
○ 넷째, 가정위탁지원서비스에서는 1차 델파이조사 결과에서 원가정에 대한 지원
감소, 원가정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원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위탁
부모 교육, 위탁가정 내 가족구성원(형제자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위탁부모의
장애가족지원 서비스 대상 포함에 대해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2차 델파이조사
에서는 위탁부모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필요, 표준화된 교육 구성, 가족상담 및
휴식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문제해결, 매칭 기준 마련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였음
○ 다섯째, 가정위탁 지원수당에 대해서 1차 델파이조사 결과, 전문위탁가정에 지급
되는 전문아동보호비 금액 증액, 장애아동특성에 따른 차등지급에 대해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심리정서치료비 및 양육상담비 지원기간,
의료비 추가지원, 위탁부모에 대한 복리후생적 지원 확대, 비장애아동 및 장애아
동의 동일한 지원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였음

Ⅵ. 결론 및 제언
1. 법률 개정
○ 첫째, 「아동복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아동 권리를 보장해야함. 모
든 아동을 포함하는 「아동복지법」에 장애아동도 포함되어야 함. 특히 가정위탁보
호 및 보호대상아동의 범위에서 장애아동을 포함 및 고려해야 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함
○ 둘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개정이 필요함.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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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법」에서 장애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또한 2020년 기준 아동복지사업 안내 상 전문가정위탁 대상에 장애아동은 다시
포함해야 함

2. 제도 개선
○ 첫째,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함.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전문위탁가정 및 치료위탁가정)의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전부 또는 일정부분 담당
해야 하며, 장애아동을 포함한 요보호아동 양육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해야
할 것임. 또한 장애아동 위탁보호의 사례관리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수행하
되, 장애아동 등 특수욕구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추가 배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장애아동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조치 및 친부모 양육책임 강화가 필요함.
장애아동이 친가정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
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장애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친
권 행사의 거부 포함)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발견한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함
○ 셋째, 위탁부모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 위탁부모의 법적 대리권한을 강화
해 법률행위나 행정처리의 복잡성, 의료 및 치료 절차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
요가 있음

3. 지원체계
○ 기본적으로는 가정위탁지원서비스라는 기존 시스템과 노하우에 기반하여 가정위
탁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장애아동의 특
수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장애아동 가정위탁보호의 주 지원체계는 법에 근거한 가정위탁지원체계에
서 진행하나, 보조적 지원체계로는 2019년 7월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로 활성화
되고 있는 시군구 민관협력체계 및 장애인전담 지원서비스체계와 협력하여 수행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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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서비스
○ 첫째, 친가정 복귀를 위한 장애아동 가족 지원 확대가 필요함. 장애아동이 친가정
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탁가정에 맡겨질 경우 친가정으로 조속히 복
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임
○ 둘째, 장애아동 위탁을 위한 부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탁부모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전문위탁부모교육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장애아동 특성에 대
한 교육을 함께 진행함. 또한 장애아동의 위탁부모의 교육시간은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시간에 준하여 받도록 해야 하고, 향후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내용을 심
화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장애아동을 둔 위탁가정 지원 확대가 필요함. 친부모가 받아 온 장애가족지
원서비스를 위탁가정 부모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가정위탁을 중단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도와야 할 것임

5. 양육수당
○ 의료비, 심리·정서치료비 등 아동보호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지원
되어야 할 것임. 특히 치료나 재활이 더 필요한 장애아동의 경우 보톡스 주사, 수
치료 등 의료비나 재활치료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심리·정서치료비와 양육
상담비는 기간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함

6. 그 외 개선사항의 제언
○ 첫째, 시설보호 장애아동의 대안 양육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장애아동이 위탁된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셋째, 장애아동을 위탁할 가정의 발굴이 시급함
○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의 위탁가정 이외 대안 주거지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청소년의 가정형 거주 및 서비스 유
형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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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및 반영
장애아동의 위탁가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아동복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
애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2020년 기준 아동복지사업 안내 상 전문가정위탁 대상에 삭제되어 있는 장애아동을
다시 포함해야 하고,「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위탁가정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어
야 함. 둘째, 현재 가정위탁사업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전문위탁가정 및 치료위탁가정)의 예
산은 중앙정부에서 전부 또는 일정부분 담당해야 하며, 장애아동을 포함한 요보호아동 양육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가정위탁 보호대상 조사 및 배치 결정 시 장애아동은 가정
위탁보호 절차를 따르고, 장애아동의 위탁가정은 가정위탁보호 절차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
례관리를 전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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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서원선, 김경양, 이선화

요약
뇌병변장애는 뇌졸중,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으로 분류되는 장애로서 출현율은 인구 1,000명당
6.05건으로 전체 299.4천명으로 추정됨. 뇌병변장애인의 주 특성은 장애의 중복이며 주 동반장애로
는 언어장애가 42.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지적장애 23.5%, 시각장애 19.1%, 청각장애 13.7%
의 순임. 언어장애 동반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뇌병변장애인의 주된 의사소통 방법은 말이 86.2%로
가장 높고 몸짓이 11.0%, 기타 2.3%, 필담(글쓰기) 0.5%의 순임. 특히 언어장애와 관련해 의사소통
지원이 부재하며 관련 서비스가 부족하여 뇌병변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
음. 또한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뇌병변장애인이 스스로 의사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에는 총 100명이 응답하였으며 기본적 인적사항, 의사소통
이용 현황,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등을 파악하였음. 또한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의사소통 개념 확립, 보조기
기 지원, 언어재활 프로그램 개선 등의 주요 영역과 관련된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였음.

10.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91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 뇌병변장애는 뇌졸중,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으로 분류되는 장애로서 출현율은
인구 1,000명당 6.05건으로 전체 299.4천명으로 추정됨.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인구 1,000명당 7.26건으로 약 178천명, 여자는 인구 1,000명당 4.86건인 120
천명으로 나타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뇌병변장애인의 주 특성은 장애의 중복이며 주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가장 많
아 42.4%를 차지하고 있고, 지적장애 23.5%, 시각장애 19.1%, 청각장애 13.7%
의 순으로 나타나 동반장애로서 언어장애와 지적장애가 많음을 알 수 있음(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17)
○ 그러나 언어장애 동반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뇌병변장애인의 주된 의사소통 방
법은 말이 86.2%로 가장 높고 몸짓이 11.0%, 기타 2.3%, 필담(글쓰기) 0.5%의
순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뇌병변장애인은 중복장애 수반, 높은 만성질환 발병률 등으로 건강, 고용, 일상생
활 등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미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
어, 주간보호시설 이용희망률 51.6%(실제 이용률 5.3%), 직업재활시설 이용희망
률 51.0%(실제 이용률 1.3%)이고, 장애인복지관 2개, 주간보호시설 6개에 불과
함(성인 대상 이용시설 부족). 특히 언어장애와 관련해 의사소통 지원이 부재하며
관련 서비스가 부족하여 뇌병변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서울시복지재단, 2018)
○ 이에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증진과 관련된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함

2. 연구범위
○ 문헌조사를 통해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분석함
○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및 정책개선에 대한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를 실시함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어려움 및 실태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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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의사소통 지원의 종류, 제공 방법 등을 조사함. 해외
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정책을 파악하여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
○ 뇌병변장애 당사자, 관련 전문가(학계, 현장 전문가 등)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해 연구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확보함
○ 등록 뇌병변장애인 370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지원과 관련된 필요도 및 문제점
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의 도움으로 전국에 거주하
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 의사소통 지원 필요정도, 의사
소통 지원의 문제점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실태를 파악함
○ 실태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세부적인 문제점 분석을 위해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함. 내용분석을 활용해 인터뷰 내
용을 질적으로 분석함.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
원 정책 및 제도를 제시함
연구 방향 설정

▸ 세부 연구계획 수립

붸

문헌 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관련 문헌 조사

붸

해외사례 조사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관련 해외문헌 조사

붸

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통한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현황 파악

붸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뇌병변장애인의 세부적인 의사소통
욕구파악

붸

결론 및 시사점 도출

▸ 해외사례, 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필요도 제시

붸

보고서 발간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그림 10-1] 연구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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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 검토
1. 의사소통의 의미와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 의사소통이란 최소 두 명 이상의 상대방(청자와 화자)이 자신의 의견, 감정, 정보
등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의미함
○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주변과의 단절 및 학대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 부족을 야기해 교육, 노동 등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서울
시복지재단, 2018)
○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의 의사를 스
스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장애유형별로 발달장애 및 청각장애는 독자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가 있으나(수화통역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분절적인 지원만 제공되고 있음
○ 또한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종합조사표에 아동부분에는 의사소통 관련 항목이 포
함되어 있으나, 성인의 경우 ‘전화통화 하기’가 포함되어 있어 뇌병변장애인의 특
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의사소통은 자립생활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뇌병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기기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2. AAC 체계와 관련 문헌
○ AAC는 중증의 장애로 인해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언어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함(Park & Kim, 2010)
○ AAC 사용의 궁극적 목표는 가정·학교·직장·여가생활에 참여 및 모국어 학습과
사회적 역할수행을 도움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
회와 능력을 제공하는데 있음(Kim & Par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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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장애를 가진 개인이 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비장애인과의 사
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AAC 접근이 강조되고 있음
○ 공진용, 김경양, 남세현, 안나연(2017)은 한국형 보완대체의사소통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로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AAC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96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빈도분석을 실시해 양적조사를 하였음. 참여자
대부분(90.2%)은 AAC의 활용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현
재사용 중이거나 과거 사용한적 있는 AAC 사용자 대부분(60.6%)이 AAC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연구결과 기존 AAC가 사용대상자의 장애 특
성을 특화하지 않았던 데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특성을 구분하
여 기기 사용을 고려해야하며 기기 휴대방식의 편리성 및 음성출력 음량 조절 등
에 대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음

3. 국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사례
○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보완대
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기기를 지
원하고 있으며 뇌병변장애가 발생한 이후부터 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기기를 단계
적으로 제공하고 있음(Brain Injury Association of America, 2020)
○ 미국에서는 병원 퇴원 후 직업재활기관 혹은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뇌병변장애인
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본인에게 맞는 AAC 기기 혹은 기타 의
사소통 기기를 지원함. 직업재활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직장생활, 업무수
행 등과 관련된 의사소통 환경을 고려해 적합한 기기를 지원하며 자립생활을 목
표로 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의사소통 기기를 제공함
○ AAC 수단은 간단한 제스처부터 고가의 첨단기술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뇌
병변장애인의 장애, 연령, 의사소통의 넓이와 깊이,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기기를 선정함. 예를 들어, 고가의 AAC
기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장애인에 따라 일반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하
기도 함(Brain Injury Association of America, 2020)
○ 영국에서도 뇌병변장애인이 직업재활이나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Jobcentre Plus
를 방문하는 경우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잔존 언어기술, 사용 환경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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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합한 기기를 지원함(Jobcentre Plus, 2020)
○ 특히 개별예산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필요도와 욕구 등을 고려해 본인
에게 맞는 AAC 기기,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수 있음

Ⅲ. 설문조사
성인 뇌병변 장애인 요구조사는 2020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
행하였음. 응답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코딩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
기 위해 완성된 요구조사지를 온라인으로 구성하였음
요구조사 대상자 모집은 한국뇌병변인권협회의 협조를 통해 실시되었음. 연락가능여부
를 확인 및 분류작업을 통해 모바일 링크 또는 E-mail로 발송하였음. 총 2번에 걸쳐 모
바일 링크를 발송하였음. 요구조사에 참여하는 성인 뇌병변장애인들에게는 조사의 목적
및 취지를 온라인 조사지에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으며, 함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
하였음

1. 설문지 내용 구성
○ 공진용 외(2017), 고영혜, 박명화(2017), 최혜윤(2011), Burgess & Turkstra(2010)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요구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였음. 설문 구성은 기본 정보, 장
애관련 정보, 의사소통 수단 및 형태, 의사소통 삶의 질 척도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기본 정보 및 장애 관련 정보에서는 장애유형을 비롯하여 취업, 가족
형태, 제공받는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1차, 2차로 구분하였고, 기본 정보는 총
8문항, 장애 관련 정보는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음. 현재 의사소통 수단 및 방법
에 대한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형태 및 어려움 또는 만족에 대해 13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삶의 질은 국내 처음으로 성인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삶의 질 척도를 적용하여 18문항의 설문을 구성하였음

2. 응답자 기본 정보
○ 응답자의 기본 정보에 응답한 총 응답자는 100명이었음. 이 중에서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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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명)가 남자였고, 40대가 42%(42명)로 가장 많았음. 가족 구성원이 없는
응답자가 44%(44명)였으나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응답자도 41%(41명)로 높게
나타났음.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가 21%(21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이 경북 15%(15명), 대구 15%(15명)로 나타났음. 현재 재직 중인 응답자가
50%(50명)로 높았으나 무직 또한 40%(40명)로 높게 나타났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가 62%(62명)로 높은 반면, 의사소통 바우처 서비스는 받지 않는
응답자가 88%(88명)로 높았음. 글을 읽고 쓰는데 전체 어려움이 없는 대상자가
37%(37명)로 높았으나,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응답자도 평균 20%로
나타났음

3. 소결
○ 성인 뇌병변 장애인 응답자는 40대(42%), 남성(7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이 없거나 함께 동거하는 이들이 각각 40% 이상으로 나타났고, 서울 거주
자가 21%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응답자가 50%로 높았으나 무
직도 40%로 나타났음
○ 활동지원서비스는 60% 이상이 이용하는 반면, 의사소통 바우처는 88%가 사용
하지 않았음. 문해 능력에 37%가 어려움이 없다고 높게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장애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선천적으로 10대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중증 장애로 분류되는 응답자가 83%로 높게 나타났
음. 뇌병변 장애 중에 뇌성마비가 70% 이상으로 높게 나왔고 동반장애로 60%
이상의 응답자가 언어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성인 뇌병변 장애인의 현재 의사소통 능력 및 수단을 살펴보면, 68% 이상이 일
반적인 음성언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구어로 말하는 것과 손으로 조작하
는 기능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40% 정도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음성언어를 의사소통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구어
명료도가 다소 어렵고 손의 조작에서도 다소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간주됨.
이에 반하여 시지각 능력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56%, 약간 어렵다는 응답이
28%로 대부분이 시지각 능력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타인과 의
사소통할 때 어려움을 겪는 정도는 구어의 어려움처럼 약간 어렵다는 응답이
41%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가장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주변인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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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31%)와 지역사회를 이용할 때(30%)로 교통기관이나 관공서 이용보다는 일
상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이러한 의
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는다가 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조기기 등을 사용하는 등으로 스스로 해결한다가
37%로 나타나 활동지원사를 통한 의사소통 해결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발음 명료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스스로의 의사소통 능력 제한에 원인을 두는 것이 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소통 방식에 대한 상대방 이해가 낮은 것이 22%로
나타났음. 비록 상대방의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나타났
으나, 본인 스스로의 의사소통 능력에 제한을 의사소통 어려움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인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들이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의
의사소통 능력의 제한성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치료나 교육을 통한 본인 스스로의 의사소통
제한을 개선하는 것(10%)보다 장애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 특성의 이해도를 높이
는 것(27%)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성인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치료나 교육이 아닌 의사소통 상대방들의
인식개선에서 출발해야 함을 나타내는 결과임

Ⅳ.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증진 관련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음. 그리고
이에 기초해 결론을 제시하였음
<표 10-1> FGI 분석결과
주제
의사소통 권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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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결과
-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함
- 뇌병변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에 따른 의사소통 증진 서비 스가 필요함
- 의사소통 주체에 대한 인식개선 및 비장애인-장애인의 상호책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주제

주요결과

보조기기 지원 사업 개선

- 보조기기 지원 목록에 의사소통 주변기기 지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장애 중경도에 따라 일차원적으로 배부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음
- 보조기기 지원과 더불어 사용방법이나 실제 사용교육 등이 필요함

재활치료 및 언어치료
서비스의 한계

- 대다수의 재활치료나 언어치료는 연령 제한이 있어 성인 뇌병변장애인은 이용
하지 못함
- 부처별로 여러 치료서비스가 제공되고는 있으나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치료서비스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능력이나 의사소통 환경을 적절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음
- 일부 재활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간 편차가 큼

정책제안 및 반영
1. 의사소통 권리 강조: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여 의사소통을 기본적인 권리로 보
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의사소통 권리를 포함하여 교육 및 홍보할 필요가 있음.
2. 보조기기 제공 개선: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할 필요
가 있음. 주요 의사소통 보조기기와 함께 주변 의사소통 보조기기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언어치료/재활치료 개선: 아동 및 학생 위주의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성인 대상 프로그
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교육부 간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언어치료 범위와 대상을 확대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유도함.

10.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99

Ⅳ. 장애정책

11. 「장애인복지법」제도권 밖 소수자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Ⅱ: 포괄적 정신장애를
중심으로
조윤화, 송승연, 한미경, 이미정, 이수연, 배진영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의 제약정도
를 제도적 측면과 질적연구 등을 통해 분석하였음.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범주는 조현병, 조현정
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총 4개 질환에 국한되어, 동 질환이 겪고 있는 일상
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타 질환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외됨. 질적
연구결과, 이들은 고용,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등록장애체계가 있는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장애등록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모든 질환을 포괄하고 있었음. 본 연구결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범주는 장기적으로는 모두 포괄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서비스, 고용영역에서 서비스, 의료 등 「장애인복지법」에 등록
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직업적 장애개념에 따른
고용사정체계가 도입되어야 하며,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이용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임. 또한 「장애인복지법」의 제 15조를 개정하여, 등록정신질환자들이 동 규정의 왜곡된 해석으
로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11. 「장애인복지법」제도권 밖 소수자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Ⅱ: 포괄적 정신장애를 중심으로

103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외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놓인 자’들이 장애등
록을 시도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의 제약 제도적 측면과 질적연구 등을 통해 분석함
- 첫째, 포괄적 정신장애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장애개념에 관한 기본 관점으로
서 ICF 장애개념, 사회적 모델, 선별적 보편주의, 소수자 개념, 국제질병분류에
따른 정신장애를 고찰함
- 둘째, 이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정의 및 범주 한계
를 살펴봄
- 셋째, 국내외 정신장애인 범주를 비교 및 분석하여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미포함된 정신장애범주를 도출함
- 넷째, 이를 통해 포괄적 정신장애 개념을 도출하고, 제한적 정신장애 및 포괄
적 정신장애 내 ‘소수자’ 개념 및 조작적 정의를 실시함
- 특히 본 연구는 포괄적 정신장애 내 ‘소수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장애인복지
법｣ 제도권 밖에 있음으로 인해 겪고 있는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의 제약 경험
들을 심도있게 바라보기 위해 질적연구를 실시함
○ 본 연구는 정신질환이라는 진단과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이라는 두 공통분모
에 불구하고, 분리되고 경직되어 있는 제도들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는 비법정
정신장애인의 삶의 경험들을 제도적 측면(소득정책, 고용정책, 의료정책, 사회서비
스 정책)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2. 연구내용 및 절차
○ 첫째, 포괄적 정신장애 개념 및 이론적 논의를 실시함
- 1 단계: ICF 장애개념, 사회적 모델, 선별적 보편주의, 소수자 개념을 살펴봄.
- 2 단계: ｢장애인복지법｣ 의 법정 정신장애인 개념 및 범주 한계를 통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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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 한국, 독일, 미국, 일본, 호주의 장애범주를 살펴 본 후, 한국이 제외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정신장애범주를 도출
○ 둘째, 포괄적 정신장애 내 ‘소수자’ 현황 및 선행연구를 정리함
○ 셋째, 국내외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봄
- 한국과 가장 유사한 집단인 자유주의 국가의 유형 중 등록장애시스템이 있는
국가인 일본과 등록장애시스템이 없는 미국을 선정
- 분석내용은 정신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소득, 고용, 의료, 사회서비스 체계임
- 질적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질적연구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 범주
에서 제외됨으로써 겪은 경험과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복지 서비스 등을 넓은
범위에서 충분하게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집단과 현장전문가 집단을 구분하여
실시
-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관련 제도적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Ⅱ. 포괄적 정신장애 개념 및 이론적 논의
1. 포괄적 정신장애 개념 도출을 위한 기본이론
○ 첫째, ICF 장애개념으로 정책대상의 포괄성 및 사회보장 권리를 의미함
○ 장애는 일부 특정한 사람의 독특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이 아닌,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건강할 권리’를 의미함
○ 둘째, 사회적 모델은 정책대상의 욕구에 대한 (제도적) 대응성을 의미함
○ 셋째, 선별적 보편주의(selective universalism)는 정책대상의 적절성을 의미함
○ 넷째. 소수자 개념은 사회복지대상자 욕구 측면을 의미함

2. 현행 「장애인복지법」법정 정신장애 정의 및 범주 문제점
○ ‘ICF’ 장애개념이 배제된 법정 정신장애인 개념임 - 현행 ｢장애인복지법｣ 의 정
신장애인은 정신질환 중 완치되기 힘들고 정신기능이 일부 손상된 채로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만을 포괄
- 정신질환 코드(ICD-10)

F20(조현병),

F25(조현정동장애),

F31(양극성정동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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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3(재발성 우울장애)이 대상

○ 경직된 장애등록체계로 인한 장애등록의 어려움 - 「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
이 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시도하고 있으며, 장애등급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참여의 어려움에
대한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를 제기함
○ 장애인복지정책에서의 배제가 심각함-등록장애인이 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제15조)으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이 배제됨

3. 국내외 정신장애범주 비교 및 분석
○ 국내외 정신장애범주를 비교하기 위해 ICD-10상 F코드 정신 및 행동장애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의 분류를 기반으로 국가별 정신장애범주
를 살펴본 결과, 한국을 제외한 미국, 호주, 독일, 일본의 정신장애 범주는 앞서
전술한 ICD-10의 정신장애범주를 전반적으로 포함
- 첫째,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범주가 국내외 국가들 중에 가장 협소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국가별로 ICD-10의 정신장애영역을 장애범주에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
으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코올, 담배 등), 지적
장애, 발달장애 등은 국가별로 정신질환과 구분하여 유형화하거나, 또는 서비
스체계를 이원화
- 셋째, 국외 정신장애범주를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정신장애유형과 비교한 결
과, 한국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정신질환영역은 ①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
애, ②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③ 조현병 스펙트럼
(조현병 제외), ④ 기분 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 제외),
⑤ 신경증적, 스트레스 관련 및 신체형 장애(불안장애, 공황장애), ⑥ 생리적
교란 및 물리적 요인과 관련된 행동 증후군(섭식장애 등), ⑦ 성인 인격 및 행
동장애(인격장애), ⑧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
장애(투렛증후군) 등임

4. 포괄적 정신장애 개념 및 조작적 정의
○ 포괄적 정신장애 내 ‘소수자’ 개념 및 조작화하면 다음과 같음

106

2020 KODDI 연구요약집

- 포괄적 정신장애 내 ‘소수자’는 제한적 정신장애 개념에 의해 복지서비스를 제
공받지 못하는 자
⋅ 포괄적 정신장애 내 소수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참
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정신장애 개념으로 인하여 복지서비스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집단
- 따라서 본 연구의 포괄적 정신장애 내 ‘소수자’는 ICF 장애개념에 근거한 포괄
적 정신장애범주를 가진 국가들의 장애범주영역을 기준으로 제한적 정신장애범
주인 「장애인복지법」의 4개 범주에 의해 장애인복지체계에서 배제된 자를 의미
⋅ ICD-10 영역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영역’과 한
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 ‘발달장애’를 제외한 정신질환으
로, ①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②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조현병 제
외), ③ 기분 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 제외), ④ 신경증
적, 스트레스 관련 및 신체형 장애(불안장애, 공황장애), ⑤ 생리적 교란 및 물
리적 요인과 관련된 행동 증후군, ⑥ 성인 인격 및 행동장애(인격장애), ⑦ 아
동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투렛증후군 등)1)

Ⅲ. 포괄적 정신장애 내 ‘소수자’ 현황
○ 조현병(F20) 환자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09,121명으로 2015년부터 꾸준
히 증가하였고 그밖에 요양급여비용 총액과 보험자부담금도 증가
○ 조현정동장애(F25) 환자수를 살펴본 결과,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19년
에 12,26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고, 보험 자부담금과 요양급여비용 총
액의 경우,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
○ 양극성 정동장애(F31) 환자수를 살펴본 결과,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9년은 전
년 대비 11,393명 증가하여 105,522명으로, 요양급여비용총액과 보험자부담금도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 재발성 우울장애(F33) 환자수를 살펴본 결과,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9
년엔 전년대비 606명 증가하여 총 82,875명으로 증가
1) 동 영역의 경우, SMI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나 본 영역에서는 투렛증후군으로 인해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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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외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신장애인 위치
1. 한국
○ 한국은 제도의 목적에 따라 정신장애범주가 매우 상이하여, 제도상에서 포괄하고
있는 정신장애범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감소에 따른 소득보장체계의 경우에서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연금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4
개 정신질환범주로 국한
- 국민연금에서는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비정형정신병, 알콜중독장애 등을 포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능력평가기준의

정신분열 및 망상성장애(F20~F29),

뇌손상 후유장애(F00~03, F06~09), 양극성장애(F31), 우울장애 중 중증삽화
(F32.2~32.3, F33.2~33.3), 강박장애(F4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등
이 포괄
- 산재보험에서는 2016년 3월에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
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즉, ‘적응장애’ 또는 ‘우울
병 에피소드’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추가 되는 등 정신
적 어려움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추가

2. 미국
○ 첫째, 미국의 정신건강은 예방, 조기치료, 외래치료, 주거 돌봄 치료, 위기상황 서
비스, 입원치료 등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연계적이며 총체적으로 당사자의 회복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들이 제공
○ 둘째, 현 미국 정신건강 정책은 예방과 조기개입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증상
이 악화되기 전 조기 개입과 함께 예방 프로그램의 제공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
며, 이는 위기관리 관련 정책 및 서비스와도 일맥상통함
- 외래치료명령제도는, 비록 강제성이 있고 그에 따른 우려도 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원칙하에 증상이 더 악화되어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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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다양한 위기서비스들, 특히 동료지원의 윔라인(warm line)과 적극적인
지역사회치료인 ACT의 한 분야인 모바일위기개입(mobile crisis intervention)
프로그램, 그리고 ‘23시 위기 안정/관찰 침상’과 ‘단기 위기 거주 서비스와 위
기 안정’ 등은 증상의 악화를 경험하는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서
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완화
○ 셋째, 미국의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는 친인권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회복지향적(recovery-oriented)이고, 트라우마 중심(trauma-informed)이
고,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competent) 당사자
의 욕구에 부합하고, 투명하고(transparent), 희망적이며(hopeful), 존중하고
(respectful), 총체주의적(holistic)이며, 동료 지원 서비스(peer support services)
를 포함하는 실무원칙을 실천
○ 넷째,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정신건강의 흐름과 더불어 최근에는 행동(behavioral)
및 정신(mental) 건강 서비스를 전체 “건강/의료 (healthcare)” 시스템에 통합하
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이에 통합적 건강(integrated health)이라는 용어가 점차 널리 사용되기
시작함

3. 일본
○ 일본의 경우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소지한 사람 이외에도 일상생활이나 사
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질환자도 장애지원구분 인정조사를 통해 등급을 받
으면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있음
○ 정신장애인이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도 소득보장이나 의료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 의료, 소득, 고용 등
정신장애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
○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 지역사회이행지원과 지역사회안정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
자들이 시설이나 병원 퇴소나 퇴원을 결정한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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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생산능력을 중심으로 취로계속지원 A형, 취로계속지원 B형, 취로이행지원과 같은
직업재활시설을 마련하여 일을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정신장애인과 의욕이 결여되
어 생산에 낮은 정신장애인 등 다양한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Ⅴ. 질적연구
1. 당사자 집단 FGI 결과
○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 및 PTSD, 강박장애, 불안장애 및 경계선 지적장애, 조현
병, 반복성 우울장애 등을 겪고 있는 7명에 대한 FGI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비가시적 사회적 장벽 형성, 정신장애인이 겪는 직업
의 지속성 어려움, 사회적 낙인 및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장애인 범주에서 배
제됨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 기존 장애의 개념에서 벗어남으로 인한 어려움,
장애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배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등임
○ 해리성정체감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3명에 대한 FGI 결과는 다음
과 같음
- 해리성정체감장애 당사자의 경우, 정신적 어려움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신적 어려움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신적 어려움이 일상
생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상담치료 등의 비용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
려움 발생, 해리성정체감장애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당사자를 위해 필요한
지원 등임
- 투렛증후군 당사자의 경우, 투렛증후군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발생, 투렛
증후군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발생, 투렛증후군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
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투렛증후군을 경험하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
원 등임
-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당사자의 경우, 또 다시 반복된 수용생활로 인한
트라우마의 반복,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미치는 PTSD와 과도한 정신과약물치
료, 주변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PTSD의 발현,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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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PTSD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장애등록 범주에서 배제된 PTSD로 인
한 어려움, 정신장애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중모순 등임

2. 전문가 집단 FGI 결과
○ 전문가 6인에 대한 FGI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취업영역에서 겪는 정신장애인의 어려움, 주거복지의 취약성으로 인해 정신장
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의료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어
려움,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 방향 등임

Ⅵ. 결 론
1. 연구결과
○ 해외사례 비교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내외 정신장애분석결과 국가별로 ICD-10의 정신장애영역을 장애범주
에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치매),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코올, 담배 등),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은 국가별로 정신질환과 구분하여 유형화하거나, 또는 서비스체계를 이원화
하고 있음
- 둘째, 정신장애인이 각 정책영역들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미국, 일본, 한
국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의 소득, 고용, 의료,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장애등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록 이후
의 서비스 지원은 우리나라와 상이함
⋅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판정을 받고, 정신장
애인보건복지수첩을 발급받게 되면 장애등급에 따라 소득보장, 의료보장 및
일부 고용보장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등록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이며, 특히 정신장애영역은 회
복지향적 관점에 기반하여 정신장애 정책이 구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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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정신건강은 예방, 조기치료, 외래치료, 주거 돌봄 치료, 위기상황 서
비스, 입원치료 등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연계적으로, 총체적으로 당사자의
회복을 돕고 있음
○ 질적연구 분석결과 장애등록제도는 정신질환자와 등록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나타났음
- 연구 참여자들은 강박장애, 해리성 정체감 장애 등 장애인복지법의 4개 범주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이들의 일상은 폐쇄적이고, 일상생활의 활동에서도 동반자
가 함께 있어야만 생활이 가능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줌

2. 정책 제언
○ 정신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영역 확대, 장
애인연금 3급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정신질환 범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이 구축
될 필요가 있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및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의무고용확대 및 일자리 확대 방안이 요구됨
○ 재판정 탈락 이후 취업 자격유지 기간 필요함
○ 이원화된 정신건강 및 복지제도의 개편 방안 - 「장애인복지법」의 등록정신장애이
지만, 다양한 정책들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차별로 간주하여, 인권위는 이러한 사
례를 발굴하여 시정 및 권고조치를 통해 장애유형 간 서비스 차별적 영역을 감소
시켜야 할 것임
○ 고용정책측면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개념이 아닌 직업적 장애 개념을 기반
으로 등록 정신장애인 외의 정신질환자들을 포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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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정신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영역 확대, 장애인연금 3급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정신장애인은 3급 비율
이 정신장애인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준은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
에, 단일 3급까지 장애인연금을 확대하여 정신장애인의 빈곤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둘째, 조현병 스
펙트럼 외에도 강박장애, 불안장애 등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정특례의 범주를 확대하여
건강보험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초발정신장애인들이 산정특례 대상자의 혜택을 받으면서 조기치료를 받
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 셋째,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개정하여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
신건강복지법」 개정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넷째,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정
신건강복지법」 의 삭제와 더불어 「정신건강복지법」 의 복지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및 관련 시설 확충
등에 있어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섯째, 「장애인직업재활법」 장애개념 확
대 및 고용적격성 평가를 통한 의무고용대상자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여섯째, 정신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보
통 2번 이상의 장애판정을 받게 되는데, 3급에서 탈락되었을 경우, 1년 동안 취업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방안이 필요함. 일곱째,「장애인복지법」의 등록정신장애이지만, 다양한 정책들로부
터 배제되는 것은 차별로 간주하여, 인권위는 이러한 사례를 발굴하여 시정 및 권고조치를 통해 장애
유형 간 서비스 차별적 영역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커뮤니티케어 체계내에서도 정신질환이 중복으
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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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인가구 빈곤수준 및 장애인연금
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조윤화, 김용진, 박광옥, 김민, 오윤지, 이수연, 배진영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의 빈곤 수준 및 장애인연금수급가구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장애인연
금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비기여 장애인소득
보장제도를 살펴보았으며, 장애인가구의 특성별 빈곤율 및 빈곤갭 등의 빈곤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마
지막으로 장애인연금의 장애인연금수급가구에 대한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였음. 각 국가의 소득보장
지형을 고려하여 국가별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급여수준은 비교 국가들
중 낮은 수준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액을 포함한 급여 수준은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급여체계임. 2차 자료 분석결과 전체 장애
인가구의 빈곤율은 2011년 42.7%, 2014년 43.7%, 2017년 42.1%로 2014년에 들어와 소폭 증가
하였으나, 2017년에 들어와 다시 감소추이를 보였음. 빈곤완화효과는 2011년 3.4%, 2014년
8.5%, 2017년 11.3%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OECD 주요회원국 비기여장애인소득
보장제도 비교 분석 결과와 장애인가구의 특성별 빈곤실태와 장애인연금수급가구의 소득보장 효과 분
석결과를 토대로 첫째, 중증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4~6급을 대상으
로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3급까지 확대하는 방안, 둘째,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폐지 가구
에 장애인가구 우선 적용 필요, 셋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가급여 지원 확대, 넷째, 장애아동수당, 장
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으로 개편필요, 다섯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을 인상
하되, 동 급여액을 소득으로 인정할 필요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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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증장애인의 가난한 삶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우리나라는 2010년
장애인연금을 도입함
○ 장애인연금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임
○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장
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소득보전급여의 사각지대였던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의 일부가 소득보장체계로 흡수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신화연 외, 2013), 실질적인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현실임
○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의 빈곤 수준 및 장애인연금수급가구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
하여 장애인연금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이론적 논의 및 빈곤실태 등의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연금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함

2. 연구내용 및 절차
1) 연구내용
○ 첫째, 본 연구는 비교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미국, 독일, 호주, 영국, 프
랑스 등의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를 비교 및 분석함
- 본 연구에서는 비교사례연구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 사용함

- 국가별 비기여 소득보장제도에 비교 분석을 위한 분석틀은 Gilbert and
Terrell(2005)의 정책분석틀 – 급여대상, 급여수준, 전달체계, 재원 –을 기준으
로 비교하였으며, 이에 따른 측정지표는 OECD(2010)의 장애인복지관대성 세
부항목 중 소득보장항목 및 고용보장 항목 중 비기여 장애인복지정책에 적합한
지표와 윤상용(2020)의 주요 지표들을 선정하여 점수화함
○ 둘째, 장애인실태조사 2차 자료(2011, 2014, 2017)를 기준으로 장애인가구 유형
별 빈곤율 및 빈곤갭 등의 기초적인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장애인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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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수급가구의 소득완화 효과를 분석함
○ 셋째,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장애인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이자 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삶에 있어서의 장애인연금의 의미와 개편방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정리함

Ⅱ. 이론적 배경
1.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요 및 측정
○ 장애인의 소득보장방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사회보험방식으로(contributory) ‘기여(보험료 갹출)’ 여부가 급여수급
조건임
- 둘째, 공공부조방식(social assistance)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가 급여수급 조건임
- 셋째, 사회수당(Social allowance)방식으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이 급여수
급 조건임
○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내용분석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정책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할당”으로, 일반적으로 정책
대상자 선정 기준임
- 둘째, 급여는 정책대상자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로서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를 의미함
- 셋째, 재원은 급여의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급여에 필요한 예산이 일반예산인
가 아니면 민간재원에 의하는지로, 일반적으로 저소득 소득보장급여는 일반예
산으로 이루어지며, 그 재원은 조세에 의함
- 넷째, 전달체계는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달체계의 전체구조, 조직
구조, 서비스 지원 기관들 간의 연결 등을 의미함
○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질적 측정은 다음과 같음
- Gilbert and Terrell(2005)의 내용분석방법은 전체적인 소득보장체계를 분석
하는데 구조적인 틀을 제공함
- 장애인관대성개념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소득보장제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개념은 ‘장애인복지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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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임
⋅ 장애인복지관대성은 복지지출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한
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인데, 동 개념은 수혜자에게 주어지는 복지
지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제도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개
념 중의 하나임
⋅ OECD(2010)가 측정한 소득보장영역 및 통합영역의 제도적 관대성은 소득
보장영역과 통합영역 각각 10개의 지표로 총 2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세부항목은 0~5점 척도로 0점이 가장 낮은 관대성을 의미함
- 근로능력평가체계 질적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음
⋅ 윤상용(2019)은 OECD주요 국가들의 장애급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인 근로
능력평가 도구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평가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과 ‘평가의 이용자 참여성(user participation)’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함
○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정책 최종 질적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음
- 대상자 선정 기준은 ICF 장애관점 하에 ‘급여대상의 포괄성 원칙’이 도출되었
는데, 본 연구에서는 급여 대상의 포괄성 원칙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지
표로 구성함
- 첫째, 급여대상인구로서 비기여 장애인복지정책대상자의 커버리지를 의미함
- 둘째, 근로능력평가 시 평가 다양성 여부임
- 셋째, 비기여 장애인복지정책대상자 선정 시 장애정도의 적용 수준으로, 장애
인연금에 요구되는 최소 장애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임

2.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 빈곤과의 관계
○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공적이전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빈곤의 위험으
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짐
○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선우(2011)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부조성 급여
가 사회보험급여에 비해 더 높은 빈곤완화효과를 보임
○ 이선우(2011)는 사회보험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김환준
(2017)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고 있음
- 예를 들면, 빈곤완화효율성은 50%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할 경우 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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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이 수준은 비교적 사회보험과 사회수
당제도보다 빈곤완화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다수수급
자가 빈곤층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완화효율성을 확보하여, 선별주의방식
이 야기하는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제시함
○ 빈곤의 측정은 ‘빈곤 개념에 따른 기준이 되는 선’과 이와 비교되어 해당 가구의
빈곤여부를 판단하게 됨
- 절대적 빈곤선은 라운트리(Rowntree, 1901)에 의한 것으로 ‘기본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를 절대적 빈곤’
선으로 간주함
- 상대적 빈곤선은 타운센트(Townsend, 1965)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빈곤
선은 OECD의 기준인 중위소득 50%, 60% 이하를 빈곤층으로 분류함
- 주관적 빈곤선은 Leyden 대학의 학자들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 최소소득
(minimum income)이 얼마인가를 묻는 것임
○ 빈곤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로 대표적으로 소득과 지출 두 가지 대안이 있음
- Ringen(1997)은 소득지표가 아닌 복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지출
수준, 소비, 여가 등의 활용을 제안함
- Ringen(1997)은 소득, 소득으로 범위를 넓힌 자원, 능력접근도 복지의 간접적
측정과 시장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것, 비시장(정부서비스를 포함)에서의 소비, 건
강이나 여가, 사회적 관계 등을 포괄하는 생활방식 등의 직접적 측정으로 구분함
- 그러나 지출이나 소비는 현재의 실제 생계수준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사
람들은 안정적으로 소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구재를 포함한 소비의 요소들
의 측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
을 판단하고자 함
○ 빈곤율 및 빈곤완화효과 측정은 다음과 같음
- 빈곤율은 “빈곤개념에 따른 빈곤선에 기준으로 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
구 또는 인구 규모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 PGR)은 각 가구의 빈곤갭을 모두 더해 전체
가구의 수에 빈곤선을 곱한 총액으로 나눈 값임
- 빈곤완화효과는 일반적으로 장애인가구의 장애인연금을 받기 전의 가구소득에
따른 빈곤정도와 장애인연금을 받은 이후의 가구소득에 따른 빈곤 정도를 비교
함으로써 빈곤감소 효과를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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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분석
1. 분석개요
○ 본 절에서는 OECD 주요 회원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를 비교하였으며, 국가별
비교·분석은 비교사례연구에 기초함
○ 본 연구에서는 사민주의 국가로서 언어적 접근 가능한 국가인 독일을 선정하였으
며, 특히 독일의 경우 2018년 장애개념을 ICF개념에 더 유사하도록 법정 개념을
개편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진 국가로 판단하여, 동 국가를 선정함
- 관대성 수준이 중간 정도인 조합주의 모델에서는 프랑스를, 관대성 수준이 가
장 낮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한국, 호주, 영국, 미국을 선정함
- 국가별 분석제도로 독일은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도, 한국은 장애인연금제도,
호주는 장애지원연금, 영국은 소득기반 고용지원연금, 미국은 장애지원연금, 프
랑스는 성인장애수당을 살펴봄
○ 분석틀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각 국가들의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내용들을 Gilbert and Terrell
(2005)의 정책분석틀 – 급여대상, 급여수준, 전달체계 및 재원 –을 적용하여
분석함
- 둘째, Gilbert and Terrell(2005)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분석대상 국가들의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들 간 차이점과 유사점 등을 주요 지표들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비교함

2. 분석결과
○ 한국
- 2010년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었고 이로써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게 됨
- 장애인연금 심사에서 탈락한 장애인들의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 평가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근로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정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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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고용과의 연계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 첫째, 장애급여 대상자가 매우 포괄적임
- 둘째, 미국의 장애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체계는 증상 또는
손상 중심이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일상생활 및 직업 관련 기능 중
심의 판정체계’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미국의 장애급여 대상자 선정 시 자산조사 이외에도 장애로 유효한 일을
할 수 없는 정도로 SGA를 통해 장애를 판단하고 있음
- 넷째, 미국은 소득을 판단하는데, 제외하는 항목들이 존재함
- 다섯째, 미국의 SSI와 SSDI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심각한 손상
으로 장애로 판정된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안전망을 형성하는 필수적인 프로그
램임
- 여섯째, 미국은 연방정부의 급여 외에도 주정부에서 추가적인 급여를 보충하고
있음
○ 호주
- 호주의 장애인연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은 국내에서 적용되는 의학적 기준뿐
만 아니라 기능적 평가에 대한 정의를 따름
- ‘급여대상의 포괄성’ 영역, ‘급여수준의 적절성’ 영역, ‘서비스 접근성의 적절성’
영역, ‘평가의 적정성’ 영역 등에서 높은 수준이었음
○ 영국
- 첫째, 소득기반 ESA의 수급 대상은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바로 취업하는데 어
려움은 있지만, 향후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근로 가능성이 있는 중경증 장애인
도 해당됨
- 둘째, 소득기반 ESA의 수급자 중 향후 지속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된 지원그룹의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됨
- 셋째, 소득기반 ESA는 근로능력평가 면제대상으로 두어 최중증장애인은 관련
서류 검토 외 특별한 절차 없이 수급 자격을 확보함
- 넷째, 소득기반 ESA는 매우 높은 고용연계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
○ 독일
- 첫째, GAE는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생활의 보장을 넘어 인간
의 존엄적인 생활보장을 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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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GAE 수급대상자의 다양성과 넓은 소득 및 자산의 제외 범위를 가지고
있음
- 셋째, 높은 GAE 수급 비율은 장애인의 빈곤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 넷째, 근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급여의 제공임
○ 프랑스
- 첫째, 한국의 경우 신청인의 소득과 의료적 손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
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의학적 손상을 비롯하여 기능 및 활동 제한, 개인적 및
환경적 요소까지 두루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둘째, 판정도구는 점수제로 완전히 객관화된 지표가 아닌 객관적 지표와 더불
어 평가자의 주관적 판정이 함께 요구되는 형태를 띰
- 셋째, AAH 급여수준은 높은 편에 속함
⋅ 월평균 소득의 약 3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어 낮은 급여 수준이 아니라
고 판단되는데, 특히 월최저임금 대비 AAH 급여수준이 50%를 웃돌고 여기
에 추가급여를 받게 되면 약 70%에 육박하므로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넷째, RQTH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AAH 판정 시 RQTH 여부를 함께 평가하는데, RSDAE 판정에서 탈락되어
최종 AAH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RQTH를 인정받게 되면 적극적인
장애인 취업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임
- 다섯째, RQTH와 AAH는 서로 모순되는 특성을 가진 제도이지만 이 두 가지
를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음
- 여섯째, AAH 수급자의 경제활동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잘 장착되어
있음

Ⅳ. 장애인가구 빈곤수준 및 장애인연금 빈곤완화 효과
1. 분석개요
○ 본 절은 장애인가구의 3개년(2011, 2014, 2017)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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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체 장애인가구 뿐만 아니라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장애가구별, 성별 등
의 빈곤수준을 파악함
○ 분석자료는 2011, 2014,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임
○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
개념에 따라 빈곤율을 측정하였으며, 빈곤갭 비율을 통해 빈곤심도를 측정하였음
-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를 활용하였음
-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선은 가구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한 소득인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함
-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각년도(2012, 2015, 2018)의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을 적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빈곤율, 빈곤갭 비율을 적용하여 전체 장애인가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별 빈곤수준과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였음
○ 빈곤율 분석은 일반적으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제외한 소득임
- 장애인실태조사의 데이터는 경상 및 시장소득에 의한 분석이 가능하나, 가처분
소득에 포함되는 공적이전지출인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및 사회
보장부담금 등이 조사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공적이전지출의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소
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제
외한 값임

2. 분석결과
○ 전체 및 장애정도별 빈곤수준은 다음과 같음
- 전체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2011년 42.7%, 2014년 43.7%, 2017년 42.1%
로 2014년에 들어와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 들어와 다시 감소추이를
보였음
⋅ 2017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42.1%로 2014년
에 비해 약 1.6%p감소하였으며, 빈곤갭 비율도 0.6%p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증(1~3급)장애인가구 빈곤율의 경우 2011년 46.4%, 2014년 47.0%,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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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장애인가구의 빈곤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2017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43.5%로 2014년
47.1%에 비해 약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갭 비율은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등급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2017년에 들어와 빈곤율이 감소한 장애정도는
1급, 2급, 5급인 것으로 분석됨
⋅ 1급의 경우 2017년에 들어와 6개 장애정도 중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임
○ 장애유형 및 가구유형별 빈곤수준은 다음과 같음
- 2017년을 기준으로 장애유형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의 빈곤율이
5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장루·요루장애인 50.4%, 청각장애 49.4% 등
의 순임
- 가구유형별로 빈곤율을 살펴보면, 장애인 1인 가구의 생활은 일상생활의 어려
움,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낮은 소득, 건강관리의 어려움 등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움이 배가 될 수 있음
⋅ 1인가구의 경우 76.1%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였으며, 부부가구는 52.2%
등의 순임
- 성별 빈곤수준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빈곤율이 약 10.2%p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빈곤율을 산출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만 18세-29세 미만과 30세-39세 미만의 경우 25.2%~25.9%로 비슷한 수
준을 보이고 있으며, 40-49세 33.6%, 50세-64세 32.1%, 65세 이상
55.7%로 분석됨
○ 장애인연금 빈곤완화효과는 다음과 같음
- 빈곤완화효과는 2011년 3.4%, 2014년 8.5%, 2017년 11.3%로 점차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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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중증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4~6급을 대상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
장 이상적인 안 임
- 둘째, 중증장애인까지 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과 단일 3급내에서 건강 및 일상
생활 제약이 있거나, 3급 중 보호작업장 및 일반노동시장에서 반일제 이하(약
4시간)의 일만이 가능한 자, 3급 중 월 근로소득이 최저임금의 50~70% 이하
의 경우 등임
- 셋째, 장애인연금 급여 현실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폐지 장애인가구 우선 적용
할 필요가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추가급여액을 기준으로 부가급여를 8만원에서
27.2만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함
- 넷째,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으로 개편하며,
장애인연금 확대를 고려한다면, 소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의 근
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 등이 필요함

정책제안 및 반영
OECD 주요회원국 비기여장애인소득보장제도 비교 분석 결과와 장애인가구의 특성별 빈곤실태와
장애인연금수급가구의 소득보장 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1)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방안의 가장 이상적인
안으로서 중증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4~6급을 대상으로 근로능력평
가를 실시하는 방안, 2) 3급까지 확대하고, 현행 기준에 3급 중 건강 및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
3급 중 보호작업장 및 일반노동시장에서 반일제 이하(약 4시간)의 일만이 가능한 자(근로를 하는 경
우), 3급 중 월 근로소득이 최저임금의 50~70% 이하의 경우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둘째, 부양의무자 폐지 장애인가구 우선 적용, 2021년에는 노인, 한부모 가구 대상으로 약 20년간
유지되어 오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
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 우선 장애인가구를 적용하도록 제안, 셋째, 부가급여 현실화 방안
으로서 1~3급 중복장애인의 월 지출이 27.2만원, 3~6급(3급 중복 제외)의 경우 8만원으로 약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함. 넷째,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
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을 인상
하되, 동 급여액을 소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124

2020 KODDI 연구요약집

13. OECD 회원국의 장애인연금
근로능력평가도구 비교분석 연구
조윤화, 김용진, 박광옥, 김민, 오윤지, 왕영민, 손희경, 배진영, 송기호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으로서 근로능력평가도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OECD 회원국 -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영국, 미국, 호주 – 의 근로능력평가도구를
분석하였음. 분석틀로는 근로능력평가체계모델 – 손상, 기능, 장애중심 –과, 근로능력평가방법-구조화
평가, 입증평가, 전문가 평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그 결과 근로능력평가도구의 평가 방법에서
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전문가 체계에 의한 평가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민주의 및 조합
주의 국가의 경우, 장애중심모델에 가까우며, 당사자의 장애와 고용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개인적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었음. 전문가 평가체계와 더불어 독일과 호주는 입증평가
를 그리고 네델란드는 구조화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 근로능력평가도구의 지표 및 구성체계
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질적조사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장애인의 근로능력평가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며, 델파이 조사에서는 최종학력, 자격증 보유여부, 가구 특성이 낮
은 경우 등은 도구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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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OECD 주요 국가의 근로능력평가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장애인 연금
대상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근로능력평가도구에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개인 및 환경적 지표를 도출하여 향후 근로능력평가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절차
○ 본 연구의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첫째, OECD 주요 국가의 근로능력평가체계에 대해 평가지표 구성요소, 근로
능력평가체계 모델, 근로능력평가 방법을 비교 및 분석
- 둘째, 근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적 맥락의 요인을 장애인연금 당
사자 및 현장 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으
로 분석
- 셋째, FGI 및 OECD 주요 국가의 비교사례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개인 및 환
경적 맥락 지표를 기반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의 타당성 및 중요성
파악
- 넷째, 동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서 근로능
력평가도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

Ⅱ. 근로능력평가체계 분석틀 및 이론적 논의
1. 분석틀
○ 본 연구는 비교사례연구방법에 기초하여 OECD 주요 회원국의 근로능력평가체계
의 다양한 모델에 대한 설명을 제시
○ 본 연구에서 분석한 OECD 주요 회원국은 OECD(2010) 및 Geiger(2017)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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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유형화된 자유주의 모델(한국, 호주, 영국, 미국), 사민주의 모델(독일,
네덜란드), 조합주의 모델(프랑스)로 구성하여 각 국가별 비기여 장애인소득보장제
도를 기준으로 근로능력평가체계 및 도구를 분석
○ 실제 장애인 연금과 같은 비기여장애인소득보장체계 내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으
로서 근로능력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 지
표의 구성요소, 근로능력평가체계의 모델, 근로능력평가 방법 세 가지를 분석함

2. 근로능력평가체계의 이론적 논의
1) ICF 장애개념
○ ICF(2001) 모델은 질병의 결과물로서 ‘장애 개념’에서 벗어나 건강과 환경과 개
인적 요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장애개념의 변화를 이끈 모델
○ ICF에서 사용되는 기능수행(Functioning)과 장애의 의미는 신체구조, 신체기능,
활동 및 참여 등을 아우르는 용어로서 장애개념은 ‘손상(impairment), 활동제한
(activity limitation), 참여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을 포괄하는 용어임

2) 근로능력평가체계 모델
○ 손상중심모델(Impairment approach)은 의학적 상태 또는 손상에 기반한 가장
초기의 평가체계이나, 직업장소 환경의 특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신뢰성 측
면에서 많이 비판받음
○ 기능제약 중심모델(Functional Limitation approach)은 환경적 맥락 및 상황적
차이들과 독립되어 일상적인 기본활동에 대한 기능제한에 초점을 둔 것
○ 장애중심모델(Disability approach)은 손상 또는 기능이 아닌 의료, 기능, 환경
및 개인 등 모든 장애 결정요인을 고려하는 직접적인 증거에 기초한 평가이나,
환경적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 부재 및 장애평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

3) 근로능력평가 평가 방법
○ Geiger 등(2017)은 장애중심모델을 구현하는 직접장애평가(direct assessment)
를 구조화 평가, 입증평가, 전문가 평가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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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들은 세 가지 유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근로능력을 평가
- 구조화 평가는 개인의 기능적 능력과 직업 요구 사항을 공식화 된 데이터를 연
결하여 만들어 내는 체계로 대표적으로 네델란드와 미국이 사용하고 있으나 직
업 기능 요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재활의 기초가 아닌 이론적 모델이라는
비판을 받음
- 입증평가(demonstrated assessment of work capacity)는 노동시장에서 개
인의 실제적인 근로 경험에 근거하여 직업능력을 사정하는 것으로 호주, 덴마
크, 독일 등이 해당하나 근로무능력 입증, 재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음
- 전문가평가(Expert assessment of work capacity)는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평가로 의료, 직업건강 또는 노동시장 전문가 등 다학
제 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인의 근로여부를 판단하나 재량적 평가의 일관성
및 타당성, 엄격함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Ⅲ. OECD 주요 회원국 장애인연금 근로능력평가
1. 한국
○ 한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근로능력유무를 판단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평가 모델은 손상접근법과 기능 접근
법이 융합된 형태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 동 체계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제시하는 방안 다음과
같음
- 첫째, 장애판정 시 15개 장애유형 이외의 경우에도 근로능력평가 시 의학적 평
가 기준과 같이 근접질환으로 평가하여 대상자 확대 필요
- 둘째, 현행 단일 3급 장애인은 의학적 기준 중 3~4단계에서 근로무능력여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는 활동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무능력여부
를 판단하도록 함
- 셋째, 현행 활동능력평가도구에 장애특수성, 개인적 및 환경적 맥락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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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은 현행과 같이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의사들이
판단하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다학
제적인 접근이 필요

2. 미국
○ 미국은 SSI와 SSDI의 ‘장애여부’에 공통적으로 근로능력평가체계가 적용되고 있
으며, 사회보장(SSA)에서의 장애개념은 일할 수 없는 능력에 기반하며 의학적 상
태가 의학적 리스트 충족 또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간주되며 과거에 수행한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직업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로 정의내림
○ SSI의 근로능력평가 체계는 SSA의 장애정의에 따라 ‘일할 수 없음(근로 불가능)’
을 판단하는 체계로서 ‘의학적 손상에도 불구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초
점화 되어 있음
○ 미국은 ‘일할 수 없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근로능력평가체계로 다음과 같은 특징
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직업적 맥락을 강조하는 점에서 기능제약 및 장애중심모델이 섞여 있으
며 잔존능력을 통한 일의 가능 여부를 판단
- 둘째, 미국의 잔존능력평가도구에는 ICF의 주요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셋째, 미국의 잔존능력평가도구는 신체 및 감각 장애인용, 정신적 장애인용이
구별되어 있음
- 넷째, DDS의 전문가 집단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섯째, fast-track 시스템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같은 건강적 제약이 있
는 자는 소득보장체계로 빠르게 편입되는 방법의 고려가 필요

3. 영국
○ 영국은 장애인의 기본소득보전을 위한 고용지원수당(ESA)을 지급하는데 이는 근
로능력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자는 근로능력평가(WCA)를 거쳐야함
- WCA가 면제되지 않은 대상자들은 ‘제한된 근로능력평가(LCW)’와 제한된 근
로활동능력 평가(LCWRA)‘를 통해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됨
- ESA수급이 결정 된 후에는 근로 관련 활동 집단을 대상으로 ‘근로 중심 건강
관련 평가’가 진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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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A에서 의학적 손상을 평가하는 목적은 신청자가 근로능력평가의 면제대상인지
를 확인하는 것으로 건강평가자문서비스(HAAS)에서 검토
- 제한된 근로능력 평가(LCW)는 신체적 능력평가 10개 항목과 인지·정신적 능
력 평가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한된 근로활동능력평가(LCWRA)는
ESA에서 수급자격이 있다고 평가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16개의 활동을 평가하
여 근로 관련 활동 집단과 지원집단으로 구분
- 영국의 모델은 기능제약중심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적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ESA의 신청자는 잡센터플러스에서 지정한 Personal Advisor(PA)에게 기초상담
및 신청 시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게 되며, 신청 내용에 대해 Decision
Maker(DA)가 건강자문평가서비스(HAAS)위원에게 검토를 받음
- WCA에서는 잡센터플러스의 민간 기관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의료자문 위원으로
서 전문가 평가를 진행
○ 영국의 ESA의 근로능력평가인 WCA는 기능제약중심모델에 기반하여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손상과 기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첫째, ESA는 능력평가 면제대상을 제시하고 있어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선정하
여 절차의 편의성을 고려함
- 둘째, WCA는 기능평가 중심이나 세부 평가 항목이 근로활동에 필요한 기본기
능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셋째, WCA 주요 지표 틀 분석 결과 ICF의 9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
영역 중 5개 영역이 포함되어 있음
- 넷째, ESA 수급을 위한 전반적 절차는 전문가 DA가 진행하며, HAAS의 검토
및 보건의료전문가들의 WCA평가를 통해 지급 여부 및 지급 수준 등을 결정함
- 그러나 환경적 요인을 거의 고려하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 우려 및 복합적 기능
조사를 위해 전문가의 숙련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존재함

4. 호주
○ 호주는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DSP)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사정(1차)이 진행되는데 1차에서
의료적으로 명백한 장애가 아닐 경우 JCA(2차)로 넘어가 직업능력평가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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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중증장애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일할 수 없다고 판단 시(또는 중증장애가
아니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POS에 참여한 경우) DMA(3차)로
넘어감
○ JCA는 직업능력사정전문가(의료, 건강 및 관련 전문가)가 실시하고 장애의료사정
(DMA)은 정부계약 의사(GCD)가 실시
- 직업능력 사정전문가는 지원자의 연금수령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적
조건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며, 지원자의 서류와 의료적 증거들을 확인한 뒤 명
백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JCA 단계로 넘어감
- 직업능력 사정과정은 장애진단, 치료, 안정화는 물론 장애로 인한 손상정도,
POS 참여 여부, 15시간 이상 근무 가능 여부, CITW(Continuing Inability
To Work)과정을 포함
○ 호주의 근로능력평가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첫째, 호주는 의료적 기준과 동일한 신체기능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활동 및 참여제약 영역은 44개 코드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평가
- 둘째, 호주의 근로능력평가방법은 입증 및 전문가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셋째, 호주는 기능적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신체적 기능 파트와 정신기능
파트로 구분되어 있음

5. 독일
○ 독일의 근로능력평가도구는 ‘소득능력감소연금(Erwerbsminderungsrente: 이하
“EMR”)’과 ‘노인·장애인 기초보장(Die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이하 'GAE')’급여의 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판정도구임
○ 독일의 근로능력평가는 의학적 평가와 기능중심평가, 직업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
어짐
- 의학적 평가는 신청자의 질병 또는 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수집 단계로 신
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다양한 의학적 자료들을 통하여 이루어짐
- 기능중심 평가는 기능수행과 기능제한 두 가지 방향에서 실시되며 특히 직업
활동과 관련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며, 선행적인 의학적 평가와 함께 신
청자가 제출한 자기 평가지를 함께 포함시켜 분석이 이루어짐
- 직업 평가는 신청자가 최종적으로 가진 직업에서의 활동을 살펴보고 그 직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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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복귀 가능성, 그리고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근로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독일의 근로능력평가는 연금공단에 속한 ‘사회의학적서비스센터(Sozialmedizinische
Dienst)’에서 심사함
○ 독일의 근로능력평가도구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독일은 사회의학적인 진단을 지향함에 따라 단순 의학적 진단 뿐 아닌
사회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근로능력감소여부를 단계적으로 판정
- 둘째, 독일의 근로능력평가는 질적 평가를 중심으로 양적 평가도 기술 가능함
- 셋째, 근로능력평가 방법은 입증평가와 전문가 평가가 함께 활용되고 있음
- 넷째, 근로능력평가 시 신청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주관적인 경험이나 신청자의
욕구를 강력하게 고려함

6. 네델란드
○ 네델란드는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로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1차 안전망으로
서 기여에 기반한 소득비례 장애연금인 WIA(Work and Income Act)를 지급
- WIA는 근로능력을 80% 이상 상실하여 완전 장애를 가진 자에게 적용되는 소
득보호법인 IVA와 근로능력을 상실하긴 하였으나 노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
된 자들에게 적용되는 재고용법인 WGA로 나뉘어 적용됨
○ 네델란드의 근로능력평가에서는 Wajong의 수급을 결정하기 이전에, 신청자에게
적합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에 그의 근로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를
판단
○ 네델란드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를 고용보험공단인 UWV에서 주관
및 이행
- UWV에서는 수령한 신청서 및 부가 자료들을 활용하여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하
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UWV 소속의 보험전문의 혹은 고용전문가가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면담을 요청
○ 네델란드의 근로능력평가도구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네델란드의 근로능력평가는 Wajong의 수급을 결정하기 이전에, 신청자
에게 적합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에 그의 근로능력이 향상될 수 있
는지를 선행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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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네델란드의 근로능력평가 방향은 지원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환
경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음
- 셋째, 근로능력평가는 수급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과 직접적인 연계
시스템이 지원됨
- 넷째, UWV 소속 보험전문의와 고용전문가는 신청자의 SMBA 시스템의
MOI(Methodisch Onder- steunend Instrument)를 활용함에 따라 구조화된
평가체계를 사용함

7. 프랑스
○ 프랑스는 장애인의 최소소득보장을 위하여 비기여형 사회부조제도인 성인장애수
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이하 AAH)을 운용하고 있으며 장애요
건, 연령, 소득 및 거주로 총 4가지의 수급요건을 가지고 있음
○ 의학적 손상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애율 판정기준서(Guide barème pour
l’appréciation du taux d’incapacité)‘를 참조하여 장애율을 판정하며, 장애인
욕구평가가이드(GEVA)를 활용하여 개별장애보상계획을 수립
○ 장애율 판정가이드는 의학적 손상 뿐 아니라 사회참여제한을 함께 고려하여 판정
○ 프랑스의 근로능력평가도구는 전문가평가를 바탕으로 한 장애중심모델로 의료적
손상 뿐 만 아니라 고용진입 및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장애 결정 요인, 즉
기능, 개인 및 환경 요인들을 다학제 전문가들이 함께 평가함
○ 프랑스의 근로능력평가도구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프랑스는 장애결정요인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봄에 따라 의학적 요
인 뿐 아니라 손상이 일상생활에 주는 영향을 중요하게 봄
- 둘째, 프랑스의 근로능력평가는 평가자의 재량을 통한 유연성 및 외부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학제성을 가짐
- 셋째, MDPH신청서의 도움제공자 항목을 통해 추가적인 공적도움의 가능성 및
가족돌봄자의 고충을 이해하려는 관점을 가짐
- 넷째, 프랑스의 근로능력평가는 의학적 손상 및 기능적 사회참여제한요소, 개
인 및 환경적 요소를 두루 포함하여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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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질적연구
○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경험한 장애인 구직 시 환경적 및 개인적 장애
물의 내용 분석을 위해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함
○ FGI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장애인의 취업 진입에 있어 비장애인의 취업 양상과 다르게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할 개인적 요인이 있음
- 둘째, 장애인의 취업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장애인 개인이 통제
할 수 없는 요소로 다양한 체계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됨
- 셋째, 근로능력평가에 기반한 장애인소득보장체계에서는 앞서 나타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Ⅴ. 델파이 조사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근로능력평가 도구에 포함되어야 할 개인 및 환경적 맥락
지표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현장전문가 6인, 관련 학계 교수 및 연구자 6인, 장
애인 단체 대표 3인 총 15인을 대상으로 2회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델파이 조사를 토대로 향후 근로능력평가지표 구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
음과 같음
- 첫째, 개인적 요인에서 ①연령, ➁직업경험여부, ③정기적인 병원치료, ④약물
관리 및 부작용 여부, ⑤직업훈련/직업교육/실습여부 및 내용, ⑥구직동기 및
책임의식, ⑦경력단절기간 7개 지표 와 환경적 요인에서 ①지역사회 내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접근성(물리적 측면), ➁지역사회 내 고용 서비스 접근
성(서비스 내용 측면), ③지역사회 인적지원 서비스 접근성, ④지역 내 사업체
부족(노동시장 양적 측면), ⑤지역 내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노동시장 질적 측
면), ⑥이동의 어려움(일반 대중교통수단), ⑦가구특성, ⑧환경에 대한 민감성,
⑨이동의 어려움(장애인특별운송수단), ⑩사업체 장애 이해 부족, ⑪가족의 취
업에 대한지지, ⑫생계비 수급여부 등 총 19개 지표를 제안함
- 둘째, 개인적 요인 중 구직 동기 및 책임의식 지표, 직업경험과 관련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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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에서는 지역 내 양적 사업체 부족, 가족의 취업에 대한지지, 지역
사회 직업관련 인프라 정도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 향후 근로능력평가 지
표에서는 동 지표들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근로능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Ⅵ. 결 론
1. 연구결과
○ 국가별 분석 결과 사민주의 및 조합주의 국가인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의 경우
자유주의 국가에 반해 ICF 장애개념에 근거하여 근로능력평가체계가 구성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한국, 영국 등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사민주의 및 조합주의 국가에서 강조하
는 일의 가능성과 기능과의 연관성은 배제되고, 단순히 기능수행의 제약판단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었음
○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도 미국은 기능수행을 기반으로 일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
으나, 사민주의 및 조합주의 국가에 비해 직업 가능을 위한 환경적 제약이나 지
원 정도 등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호주의 경우에도 손상판정표도 기능제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수행하는 입증적인 평가가 실시
되는 특징이 있음

2. 정책제언
○ 첫째, 근로능력평가는 비기여 소득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른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서 도입되어야 하며, 장애중심모델의 평가체계로 고용과의 연계체계가 적극 이루
어져야 함
○ 둘째, 장애인 연금의 목적에 맞는 근로능력평가의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FASTTRACK의 운영 및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평가 제외, 경증장애인에 대한 단계적
근로능력평가 적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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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현행 근로능력평가도구 평가지표 구성요소에 장애특수성 지표를 추가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인 및 환경적 맥락의 지표들을 적용한 새로운 근로능력평
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 넷째,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
고용, 복지전문가 등 전문가 팀이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자가 평가 및
자료의 충분성에 기반한 평가 및 구조화 방법에 기반한 대상자 선정체계 도입이
필요함

정책제안 및 반영
장애인 근로능력평가도구의 평가모델과 방식으로서, 장애평가모델을 토대로 구조화방식, 입증방식,
전문가 방식 등을 적절히 포괄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함. 특히 본 연구에 포함된 국가들 모두 장애
인소득보장체계에 있어서 근로능력평가체계를 구현하고 있었으며, 특히 등록장애체계가 있는 국가(독
일, 프랑스)도 근로능력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음.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근로능력평가체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평가도구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델파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첫째, ①연령, ②직업경험여부, ③정기적인 병원치료, ④약물관리 및 부작용 여부, ⑤직업훈
련/직업교육/실습여부 및 내용, ⑥구직동기 및 책임의식, ⑦경력단절기간 7개 지표 와 환경적 요인에
서 ①지역사회 내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접근성(물리적 측면), ②지역사회 내 고용 서비스 접
근성(서비스 내용 측면), ③지역사회 인적지원 서비스 접근성, ④지역 내 사업체 부족(노동시장 양적
측면), ⑤지역 내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노동시장 질적 측면), ⑥이동의 어려움(일반 대중교통수단),
⑦가구특성, ⑧환경에 대한 민감성, ⑨이동의 어려움(장애인특별운송수단), ⑩사업체 장애 이해 부족,
⑪가족의 취업에 대한지지, ⑫생계비 수급여부 등 총 19개 지표를 제안함. 둘째, 개인적 요인 중 구직
동기 및 책임의식 지표, 직업경험과 관련된 사항이 환경적 요인에서는 지역 내 양적 사업체 부족, 가
족의 취업에 대한지지, 지역사회 직업관련 인프라 정도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 향후 근로능력평
가 지표에서는 동 지표들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근로능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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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재활 서비스
신설에 대한 연구
이혜경, 이찬우, 이상준

요약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
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2011년부터 제공되고 있음. 장애인이
방문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를 입은 후 수술과
입원을 반복한 후 퇴원하여 일정기간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임.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제약이 있거나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활이나 운동이 필요한 장애인은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
해 잔존 기능을 활용하여 장애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보건소에서
CBR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 물리치료를 제외하고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와 같은 서비스의 방문재활치료가 법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방문재활
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방문재활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당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을 면
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의 하나로 방문재활을 추가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사
서비스의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방문재활서비스의 범위, 내용, 제공인력
기준 등을 제시함.
주요 결과로, 방문재활의 개념은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신체 기
능을 향상·유지시키고, 운동 및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직접 교육·상담·지원하거나 연계를 통하여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신체적 행복을 유지시켜나가도록 하는 서비스로 제안함. 방문재활서비
스 확대방안으로 첫째, 기존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되어 있는 급여에 방문재활을 신
설, 둘째, 특별급여에 방문재활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함. 방문재활서비스 내
용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또는 장애 상태 악화 예방을 위한 상담,
케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방문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는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건
강운동관리사, 보건교육사로 활동지원서비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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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11년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2020년 6월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에 1,150여개가 운영되고 있음. 이들 기관 중 방
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은 약30개소가 채 되지 않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
대상자 중 방문간호 급여 이용비율은 1%미만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급
여차이 때문임. 방문간호 이용으로 인해 총 이용가능 시간이 줄어들어, 활동보조
급여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임
○ 장애인이 방문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를 입은 후 수술과 입원을 반복한 후 퇴원하여 일정기간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임.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제약이 있거나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활이나 운동이 필요한 장애인은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잔존
기능을 활용하여 장애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장애인구 특성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들의 부양이
사라지고,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제도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 하지만 재활치료 서
비스를 받는 환자들이나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나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
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으면, 만성질환으로 전이되거나 더 심각한 손상
을 초래할 수 있어 재입원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재가장애인들을 위한
방문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음. 장애인의 질병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정도 높으며, 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1인당 1.8
개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에서도 재가장애인의 건강
관리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방문재활은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음
○ 보건소에서 CBR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 물리치료를
제외하고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와 같은 서비스의 방문재활치료가 법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방문재활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방문재활
의 목적을 명확히하여 당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의 하나로 방문재활을 추가하기 위해 현재 추
진되고 있는 유사서비스의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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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스의 범위, 내용, 제공인력 기준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됨

2. 연구 방법 및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방문재활 관련(또는 유사) 서
비스 운영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함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방문재활과 방문간호 관련 선행연구, 사업현황 자료,
유사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련 기관 종사
자 그룹과 방문재활 관련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각각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함
- 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인
정책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함
○ 이외 연구의 전반적 방향과 조사방법,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 방안 등에 대한 관
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자문회의와 외부연구진과의 연
구진회의를 개최함

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황 분석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현황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
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임. 대상자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활동지원급여를
통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됨. 이러한 서비스를 바
탕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09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2차 시범사
업 실시 및 법률 국회 통과(10.12.08), 11년 10월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
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13년 1월 2급 장애인, 15년 6월 3급 장애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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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대되었음. 그리고 19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으며, 조사도구가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로 변경되었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로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
간호가 있으며 각각의 수가와 제공인력, 내용이 다름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수행한 자가 신
체활동지원(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
사활동 지원(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 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그 밖의 제공서비스를 제공
- 방문목욕: 활동보조인력(요양보호사)이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가정 등
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을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별 서비스 이용자는 연간 85.9%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9년도 기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
자는 80,329명이며, 방문목욕은 1,596명, 방문간호는 117명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가 97.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이용자는
매우 적음. 이러한 현황을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활동지원 급여의 협소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향후 활
동지원 급여의 다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음

2.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에서는 기존 인정조사표의 문
제, 활동지원제도의 선진화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 평가를 포함하는 새로운 종합인정표(안)을 제시하고, 개인
별 예산제도에 대한 한국적 함의, 활동지원제도의 전달체계를 제안함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에서는 적용 수수료율 문제, 지정
제 방식의 문제, 수급자-활동보조인 미스매칭 및 처우 문제, 전담인력의 관리 인
원 문제, 제공기관 전담인력에 관한 교육 문제 등을 제시함. 이에 따른 개선방안
으로는 5% 상한선 유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 검토 및 시행, 지정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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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함께 공공기관 운영 또는 등록제 병행, 활동지원 급여 기본단가 상향조정,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전담인력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수급자와 활동지원 인력
규모 규정, 전담인력에 대한 공적기관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규서비스 개발 연구’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과 취지
에 대한 재검토, 현 서비스 내 서비스 내용 조정, 신규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단
가 차등화,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가산수당 지급기준 마련, 활동지원사 교육
의 질 및 서비스 질적 개선 및 전담인력 처우개선 등의 문제점을 제시함.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신규서비스 개발 및 활동지원서비스와 요양서비스로 분리하는
방안, 방문간호의 단가조정, 의료서비스 제공 문제, 가사지원 서비스에 대한 명확
한 구분, 체육활동 지원, 취미 및 문화 활동지원, 영양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신
규서비스 개발, 24시간 상시 보호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한해 가족지원 허용,
심야시간 및 서비스 종류, 이용자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기준 마련, 장애유형별
서비스제공방법 안내, 전담인력 처우개선,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학교 교육을 통
한 양성,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시간 마련 등을 제안함
○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의 문제에 대한 개선,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에 대한 개선, 활동지원
제도의 운영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관련 개선의 문
제점을 지적함.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제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예산증액을 통한 활동지원사 임금 보장 및 중개기관 수익금
처우개선비로 활용, 규제 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직영화 방안, 사
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방안, 일일지원시간 최대치 자체 증가, 장애유형에 따른 급
여량의 격차 조정, 조사행목 선택지간 배점차이 조정을 통한 급여량 격차 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함

Ⅲ. 방문재활의 이해
1. 방문재활 개념 및 필요성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방문재활은 의료적 재활, 처치
등에 현재 초점을 두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의 방문재활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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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건강관리·교육 등에 초점을 두는 것
으로 잔존기능을 향상·유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자 함
○ 즉, 방문재활이 갖는 개념과 범위를 치료나 처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지
원, 케어(care)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의 정서적, 신체적 행복과 유지를 통해 일상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
1) 국내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며, 건강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역의 보건소와 연계하여 함께 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에서의 방문재활서비스
- 저소득층 가정에서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간호사는 상처치료와 혈압, 당뇨관
리, 물리치료사는 운동치료,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를 담당하며 대상자를 포함
해 가족에게 건강관리 및 치료법 교육을 실시
○ 이 외 방문재활 유사사업으로 찾아가는 방문재활 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맞춤운동서비스(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이 있음
- 찾아가는 방문재활 사업: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척수장애
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법에 따른 교육 및 동작시연,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어깨근력 강화 운동법에 따른 교육 및 동작 시연으로, 1인당 4회기
정도 지원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
관리 또는 주장애 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함
- 발달재활서비스 : 성장기 장애이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
감에 목적을 둠
-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찾아가는 맞춤운동 서비스로 체력강화 및 자발적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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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국외
○ 미국의 경우, 재택보건의료는 주치의의 의뢰나 메디케어 인증 재택보건 의료기관
에서 제공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시간제 또는 일시적인 전문 너싱홈
케어 및 재택간병 서비스로 제한적으로 급여하며, 의료적 사회서비스, 휠체어, 침
대, 산소 및 보행지지기 등에 대한 서비스가 있음. Delaware주에서는 경우, 장애
인 및 기타 손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가정 내 서
비스 / 개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행서비스(Attendant Services)를
통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성인들이 자신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개인 돌봄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일본은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와 보건의
료서비스를 제고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65년부터 노인 환자의 가정에 가정
봉사원을 파견하기 시작하여 재가복지가 시작됨. 일본의 방문재활은 이용자가 자
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
적으로 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하고, 심신의 기능유지 회복을 도모해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기 위해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같은 재활치료를 실시함
○ 독일은 1994년 요양보험법의 제정으로 포괄적인 수발보험이 되었고, 현재 요양보
험법은 사회보험의 틀 위에서 강제적인 수발보험을 도입함. 재활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고 방문재활 물리치료를 실시함. 방문재활 물리치료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재가복지의 강화로, 예방과 재활치료의
급여확대와 요양등급 이외의 사람들을 위한 조치로 개인의 예방적 조치에 대한
강화임

Ⅳ. 방문재활 확대를 위한 의견 조사
1. 조사개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들과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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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방문재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방문재활 서비스의
범위, 제공방식 등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질적조사
를 실시하였음
○ 관련 전문가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련 기관 종사자 그룹과 방문
재활 관련 전문가 그룹을 나누어 각각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2회씩 실시함
○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4-1>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
구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조사내용
∙
기관 및 제공서비스 ∙
∙
현황
∙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 관련

기관의 제공급여 유형 및 내용
기관 운영 특성
이용자 현황
지역 보건소 등 타 기관과의 협업 경험

∙ 서비스 확대 필요성
∙ 방문재활에 대한 의견(이해정도, 서비스 범위, 제공방
안 등)
∙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치사항

대상자 및 기관 특성 ∙ 기관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의 연관성

1차

방문재활 서비스
관련

∙
∙
∙
∙
∙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

∙ 방문재활급여 신설 방안
∙ 특별급여에 추가하는 방안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확대에 따른 조치 또는
개선사항

방문재활 관련 전문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및
방문재활 관련 전문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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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의 연관성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 경험
방문재활 서비스 개념 및 필요성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방안
방문재활서비스 신설 시 고려사항
방문재활 서비스 급여화 방안
방문재활서비스 신설을 위한 제언

∙ 방문재활
방문재활 서비스
∙ 방문재활
제공방안(안)에 대한
∙ 방문재활
의견
∙ 방문재활
기타 정책제언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개념 및 필요성
급여 확대 방안
내용
제공인력

∙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사항
∙ 정책제언

2. 조사결과
○ 방문재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에서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 그
러나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간호나 방문목욕의 경우, 이용률이 낮고,
이러한 이유는 수가 분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으로, 방문재활을 확대하게 될 경
우, 수가에 대한 문제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방문재활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확대 실시가 되
지 않는 것은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재활 역시 이
러한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됨
○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중증의 재가장애인이나 잦은 외출이 어렵고, 건강
및 장애상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스스로 관리가 가능한 장애인들은 방문재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 방문재활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경우 치료사로서의 기
능을 주로 하고 있어, 제공인력에 이러한 치료사들이 포함된다면, 자칫 의료나 치
료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노인장기요앙보
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법 상 불가하게 되는 등 확대에 어려움 겪을 수 있을
것임

3. 소결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의 방문재활은 치료나 처치의 목적이기 보다는 장애와
건강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상담, 지원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제공하는 것
으로 정리함
○ 제공인력에 대한 범위, 자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 방문재활 제공기준, 급여기준까지 다루어졌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
만 양적조사가 없었고, 질적조사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어느 정도의 한계는 분
명 있어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서비스 내에 방문재활 확대를 위한
첫 연구인만큼 본 연구에서는 방문재활 확대를 전제로 확대방안과 확대 시 고려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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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방안
1. 방문재활서비스 개념 확립
○ 본 연구에서는 방문재활을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
해 신체 기능을 향상·유지시키고, 운동 및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직접 교육·상
담·지원하거나 연계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신체적 행복을 유지시켜 나
가도록 하는 서비스로 제안함
○ 방문재활의 개념을 전통적인 의료적 개념(방문물리치료, 방문재활치료와 같은 치
료적 개념)이 아닌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된 예방적 차원의 개념(방문건강관리
또는 방문운동서비스)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추후 중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방문건강관리’와 같은 명칭을 대안으로 제
시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2. 방문재활 서비스 급여 확대 방안
1) 방문재활 급여 신설 (1안)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특별급여로 구분되어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에, 방문재활 급여를 신설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6조에 방문재활에 대한 정
의를 추가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방문재활의 정의는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향상·유지시키고, 운동 및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보건교육사가 수급자의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2) 특별급여에 방문재활 추가 (2안)
○ (와상상태의) 최중증 장애인이거나, 퇴원 후 1개월 이내의 상태로 외출에 제한이
있거나, 장기 칩거상태인 경우 등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이에 덧붙여 건강 또는 장애 상태에 따라 월 1회, 연 6회 (or 12회) 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제적으로 방문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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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제안함. 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4호를 개
정하고,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함
○ 단 2안은 기존의 출산, 시설 퇴소, 보호자 부재 등과 같이 명확히 대상자로 확인
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3. 방문재활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또는 장애 상태 악화 예방을 위
한 상담, 케어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상황에 따라 직접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타기관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함

4.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기준은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
사, 보건교육사로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서비스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로 제안하고자 함

5.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행 조건
1) 정부기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범위 확대에 따라 급여에 대한 제공기준, 즉 서비스
이용가능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제공기관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함
○ 방문재활 용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의견수렴이 필요함

2) 제공기관
○ 방문재활 급여 신설에 따라 제공인력이 증가되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제공자로
유입됨에 따른 활동지원사 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 방문재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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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참여하여 이용자의 상담요구에 응할 수 있으며,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3) 법적·제도적 영역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를 개정하여 방문재활 급여를 추
가하고 동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활동지원사의 자격요건을
추가하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가 필요함
○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정책제안 및 반영
방문재활 서비스는 기존의 방문간호나 방문목욕과 같이 수급자의 욕구가 있을 때, 즉 개별 욕구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활동보조시간 외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문재활서비스 확대 및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교육 강화,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마련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 필요,
둘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욕구파악을 통해 방문재활의 실제적인 추진 방안 마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셋째, 방문재활 서비스를 현실화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와 협력 필요하며, 넷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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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실태조사 연구
서해정, 윤미진, 이상준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유형개편 및 법률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의 기본적인 운영 현황, 이용자 종
사자 실태, 서비스 내용 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임.
전국의 단기거주시설 150개소(2019년 기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97개소가
응답함. 조사결과, 시설의 법인 형태 중 사단법인 비율이 전체의 30%가 넘고, 약 10명의 이용자와
종사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음. 시설 사업비는 전체 세입 중 약 73%가 경상보조금, 그리고 입소비가
약 12%정도(장기거주 월 이용요금 평균 42.6만원)를 차지하고, 세출에서는 인건비가 약 70%, 운영
비가 20%, 사업비가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음. 또한 시설 이용자는 2020년 5월 기준 시설
당 평균 10.98명이 이용하고 있었고, 6개월 이상의 장기거주인원이 전체 인원의 9.48명으로 이용자
의 86.3%가 장기거주자였음.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단기거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현재의 법률 및 지침
개정방안과 단기보호서비스 신설 및 소규모거주시설 전환을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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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서비스기관으로 첫 운영
인가 받은 이래 2009년까지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을 통합으로 운영하였고,
2010년부터는 거주시설로 편입되면서 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지역사회 소규모거
주시설, 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긴급보호기능 등으로 혼재 되어 있음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업은 참여정부 지방분권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지
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으로 지역 간 시설
의 인력 지원 및 인건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운영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지원 현황과 개별 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기본적인 운영 실태
를 파악하는 것임. 이를 위해 각 지자체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인력 및 관리 운
영비 등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의 기관 특성, 종사자 현황,
이용자 실태, 서비스 내용 등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단기보호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및 사업지침 등 검토
○ 전국 지역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현황 조사
○ 현장전문가 간담회
○ 전국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현황 설문조사
○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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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고찰
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도입배경
○ 단기보호는 주간보호와 마찬가지로 보호자 또는 주부양자(caregiver)가 부득이한
이유로 돌봄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집에서 돌보지 못할 때 시설에 입소시
켜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재가서비스로 볼 수 있음
○ 1996년 첫 운영인가를 시작으로, 2002년 미신고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양성
화, 2005년 지방자치단체이양사업, 2010년 장애인거주시설 편입 등으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변화되어왔음. 하지만 기존의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대규모의 거
주시설과 달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지자체의 지원기준으로 시도별 지원의 편
차가 발생하게 되었음. 또한 그 동안 중증장애인의 가족보호부담 경감을 위해 설
립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이러한 정책의 변화 속에서 긴급보호 혹은 수시이용
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면서 장기이용자의 증가로 소규모거주시설의 역할과 기능
도 수행하게 되었음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목적 및 서비스 내용
○ 2010년 기준
-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휴식·피난·요양 자립 준비
를 위한 거주 공간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기능이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협력하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휴식, 피난, 요양, 자립 준비를 위한 단기거주공간
○ 2011년 거주시설 편입 이후
- 장애인생활시설의 목적과 더불어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보호(30일 이내)와 주거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법 개정 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기능은 그대로이나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
애인거주시설로 편입하게 되었고, 시설의 목적과 기능 및 역할은 일시보호기능과
더불어 거주시설로 사업의 기능과 역할이 추가된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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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운영 현황
○ 최근 3년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총 7개소, 이용자 수는 82명이 증가하였으며,
시설 당 평균 이용자 수는 2016년(11.1명)부터 2018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것
(11.1명)으로 나타났음. 종사자 수의 경우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2016년 741명→
2017년 777명→2018년 806명)하였지만, 종사자 대비 이용자 수는 2016년 2.2
명에서 2018년 2.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사회보장정보원, 2020)에 따르면, 총 133개소
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평가를 받았으며, A등급을 받은 시설은 44개소
(33.0%)에 불과하고, D등급 이하의 시설은 18개소(13.6%)를 차지하고 있어, 전
반적으로 전체 시설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일반주택, 연
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신규시설은 지역사회 내에
설치되어야 함. 이용자는 등록장애인이어야 하며, 정원은 상시와 수시이용자를 포
함하여 최소 10명이상, 30인 미만이어야 함. 시설은 24시간 운영되어야하고, 이
용기간은 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으며 6개월 이
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행사업은 개별서비스
지원,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정서안정 및 여가지원 등으로 이루어
져 있음
○ 인력지원기준은 시설장 1인, 사회복지직 및 복지지원직 이용장애인 2.5명당 1인,
사무원 또는 복지지원직 1인, 조리직 1인으로 구성되어있음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시설 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원하도
록 되어 있음. 또한 시설은 일반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
에 준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
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4. 선행연구 검토 결과
○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장애인생활시설 혹은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조사내용 또한 주로 기관 운영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와 소수의 평가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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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살펴본 결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첫째, 시설 기관의 환경 요인(관할 지역, 기관 법인 형태, 건물형
태, 시설 방 개수, 집단활동실의 면적, 재정 현황 등), 둘째, 종사자 요인(종사자
의 수, 근무경력, 종사자의 전문성 등), 셋째, 이용자 요인(이용자의 수, 이용자의
시설 이용기간, 이용자의 장애정도와 낮 동안의 활동 등)이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5.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쟁점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음.
이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명칭과 기능 및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2019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률 상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은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시설
이용자들이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거주시설이나,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긴급한 일시보호(쉼
터)’의 역할이 주어져 있음.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운
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법 개정 및 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주 52시간 근무제(평일 40시간+ 평일/주간12시간)가 실시되지만, 현 인력구조에
서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할 수 없는 구조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Ⅲ. 전국 시도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현황
1. 전국 시도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현황 조사결과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아직 국고 환원이 되지 않은 시설 유형으로 시도별로 상
이한 인건비 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시도별 인건비 현황
을 직급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설장의 경우 10호봉을 기준으로 총 연
봉이 평균 51,318,629원이었으며, 여기에는 지자체 별도 지원금으로 평균
1,791,259원이 포함되었음. 사회재활직의 경우 평균 44,398,906원(지자체 별도
지원금으로 평균 1,611,229원이 포함)이고, 복지지원직의 경우 평균 41,34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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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자체 별도 지원금으로 평균 2,038,724원), 조리직은 평균 35,808,321원(지
자체 별도 지원금으로 평균 1,951,205원이 포함)임
○ 2020년 기준 단기거주시설의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지원 방식, 통
합지원 방식, 분리와 통합이 혼용된 지원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
었으며, 관리운영비 지원 금액도 월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보건복지
부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
급하기도 하였음
○ 2020년 기준 인력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료가 수집된 시도(16개 시도) 중
10개의 시도(62.5%)가 보건복지부(국고사업)의 인력지원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시사점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거의 적용하여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 지급 금액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보건복지부의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종사자 수당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인 지역이 많아, 보건복지부 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최소 기준을
맞추어야 할 것임
○ 관리비 지원의 경우 운영비 보조 금액에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통합하여 지원
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조속히 분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의 인력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현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365일 24시
간 지원이 어려워 서비스 공백이 예상됨 최소한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속히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
임
○ 현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이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다양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유형 개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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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실태조사
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실태조사 개요
○ 조사개요
- 본 연구에서는 전국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이용자 및 기관 운영현황 등을 파
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하였음
○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보건복지부(2019)에서 발표한 전국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50개소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각 기관 당 1부로 하며 작성은 현재 시설에 근무 중
이며 총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종사자 1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내용
- 기관의 일반적 현황: 관할 지역, 운영 형태(동일법인 내 운영 복지시설), 설치
신고년도, 건물 형태, 건물 소유형태, 긴급이용자 여부, 설치 신고 면적(방 개
수 및 이용), 수입 대비 지출 구조, 편의시설 현황, 인권교육 현황, 이용 제한
여부, 규정 내 연령 제한 여부, 실비 이용료, 저소득층 감면 여부, 이용이 어려
운 장애인, 직원 교육비
- 종사자 현황: 시설장(센터장) 관련 정보, 종사자 관련 정보, 사회복지직 근무
형태,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 이용자 현황: 거주유형별 이용자 현황(6개월 이상 이용자보고 여부, 장기 및
수시이용자 자체규정 유무, 실 이용자 현황 등), 시설 이용자 개인별 현황 등
- 운영 프로그램: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업, 운영의 문제점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정책필요정도, 분리 운영시 운영 희망 형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최우선적 역할, 기타 의견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실태조사 결과
○ 기관의 일반적 현황
-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총 97개소(64.67%)이며, 대부분이 법인운영(93개소,
95.9%)이었음. 설치 신고년도는 2011년~2014년이 30개소(31%)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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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다음은 2000년~2004년이 27개소(27.9%)였음
- 건물의 형태로는 일반 주택형(단독주택, 일반아파트, 공동주택)이 55개소
(56.70%)로 가장 많았고, 건물의 소유형태는 기관자체소유(시설 및 법인 소유
포함)가 48개소(50%)로 가장 많았음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면적은 평균 230.78㎡로 약 69.81평(표준편차 138.83
㎡)으로 시설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 시설 내 방의 총 개수는 최소 평
균 4.12개로 나타났음
- 2019년 기준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세입 총계는 약 3억 6천만원이며 이 중
72.55%가 경상보조, 12.37%가 입소비 수입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세출 총
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3억 4천만원이며 이 중 70.73%가 인건비, 12.37%
가 사업비, 7.06%가 운영비로 나타났음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휠체어화장실(71.9%) 및
점자안내(67.7%), 경사로(68%), 장애인주차구역(52.6%)에 관하여는 50%가 넘
는 기관들이 해당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승강기(37.1%), 휠체어 공간
여부(48.5%)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만 갖추고 있었음
-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여부에 대하여 대부분의 기관이 이용자 인권교육
을 실시(96.9%)하고 있었으며, 종사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응답한 모든
기관이 관련 교육을 듣고 있었음
- 전체 기관 중 76개의 기관이 1일 실비 이용료 기준이 있으며, 평균 23,973.68원
(SD=8,888.15)이며 중위값은 20,000원이었음
○ 종사자 현황
- 시설장의 겸직여부를 살펴보면 70.1%가 겸직을 하지 않았고, 90.7%가 상근직
이었음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현원 및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정
원은 평균 6.26명이며 현원은 평균 6.14명이었음
- 사회복지직 종사자의 근무 형태는 교대근무(주/야간)가 63.7%로 가장 많았음
- 종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도전적 행동 관련 교육(36.1%)이며, 다음은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 교육(34%)으로 개인별 서비스 지원 및 도전적 행동
중재 등 1:1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희망하였음
○ 이용자 현황
- 현원은 평균10.98(SD=3.458)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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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내 거주자(단기거주자)가 머물 수 있는 기관이 57개 기관이었으며,
30일 이상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69개 기관이었음
- 거주유형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상시 거주인원이 머물 수 있는 기관
은 95개소로, 평균 9.48명이 머물고 있었음
- 시설 이용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전체 중 남성이 62.8%, 연령대로는 20대
가 40.8%,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가 64.2%이고, 장애정도는 정도가 심한 장
애인이 8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용자의 개별 이용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전체의 16.63%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85%이상의 이
용자가 1년 이상 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용자의 낮 시간 주요활동으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내 프로그램에 76.6%의
이용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학교(9.1%), 직업재활시설(7.8%), 지역사회
복지시설(4.5%)이었음
- 주보호자 현황을 살펴보면, 62.4%가 부모였으며, 그 다음 한부모(19.5%), 형제
자매(10%), 무연고(5.5%) 순이었음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 현행 법률 상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단기보호’라는 재가복지의 성격을 가지
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형태와 비슷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
어 시설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이용자의 특성 상 단기보호 이후 주택과 지속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거주지원서비스가 부재하고, 타 기관으로의 연계 방안 등이
어려워 장기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일시보호 뿐 아니라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점차 시설화
되고 있음
○ 이에 향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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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 개편과 더불어 법률 및 지침 개정이 최우선 과제로 도출되었음

2. 제언
○ 현행 법 및 제도 개선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립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유형 개편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 개정
- 적정한 인력 배치 기준 마련
- 최저 서비스 기준 및 평가체계 마련
- 법률 및 지침 개정(안)
○ 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중 일부 소규모 거주시설로 전환
-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전환 기회 부여
- 긴급·일시돌봄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유지
- 지역사회 소규모거주시설 방향성 설정
○ 다양한 장애인단기보호서비스 신설
- 집중지원 단기보호서비스(단기입소기능 포함하여 신설)
- 기본적인 단기보호서비스
- 가정방문 단기보호서비스

정책제안 및 반영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함. 첫째는 현행 법 및 제도
개선임. 이를 위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유형
개편이 필요함. 또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개정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 기준
마련, 최저 서비스 기준 및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둘째는 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중 일부는 소
규모 거주시설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이용자의 거주서비스 지원정도,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 등
을 평가하여 거주시설로 전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는 집중지원, 가정방문 등 다양
한 단기보호서비스가 신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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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직무분석
연구
서해정, 김영락, 이상준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72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980명의 종사자가 근
무하고 있음. 정부 지침 상 시설은 장애인 4명당 1명의 사회재활교사가 배치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들이 어떤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직무분류 및 직무실태가 파악되고 있지 못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현장 방문, 종사자 워크숍 등을 통해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직무를
분류하였고 이에 대한 직무실태를 조사함.
이 연구결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전체 종사자의 직무는 2개의 대분류, 16개의 중분류, 사업관련
44개의 소분류, 행정관련 32개의 소분류가 도출됨. 또한 직무실태조사 결과, 종사자의 업무량은 연간
평균 2,158.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 5일 근무(공휴일 비근무), 연간 휴가사용일
수 15일을 가정할 때, 연간초과근무 293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임.
이와 같은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적정 인력 확충, 종사자 처우개
선, 대체인력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일과운영에 대한 시간편성 및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최저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현 사회재활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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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
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서해정 외(2019) 연구에서 2019년 기준 전국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05개소
실태조사 결과, 시설 당 이용인은 3명에서 100명 까지 규모면에서 편차가 매우
컸으며, 사회재활교사 708명(전체 이용인 4,539명) 기준으로 보면, 이용인 6.4명
당 1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었음
○ 현장 종사자들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비현실적
인 인력배치기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이용자의 개별욕구에 따른 지
원이 어려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임.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적정인원 산정 및 향후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들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실태를 파악하는 것임

2. 연구방법 및 내용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직 등의 직무 및 직무
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직무실태조사
- 설문지 개발을 위하여 수도권지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진행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것과 실제 이와 같은 업무의 결과를 측정하는 업무일지,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음
- 전국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상으로 1개의 기관 당 상근 시설장, 사회재활교
사(조리원 등 기능직 제외) 등이 직접 자신의 직무실태를 자기기입하는 직무실
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직무실태 관련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직무분류, 직
무분석에서의 유의사항, 직무실태조사 설문문항 검토, 결과에 대한 해석 등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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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기 위해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음

Ⅱ. 이론적 고찰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종사자 근무현황
○ 2018년 12월말 기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보건복지부, 2019)을 살펴보면,
총 72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980명이 종사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지침 상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
사는 3명으로 이용 장애인 4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원 1명,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기능직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무원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사항으로 되어있어 인력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

2. 직무분석의 개념 및 절차와 방법
○ 직무분석은 직무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작업
이며, 인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 효율적이고 합
리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직무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며, 직무분석에서 도출된 직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후 관
리활동이 전개되어야만 조직관리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든 활동들의 성과를 기대
할 수 있음
○ 직무분석의 방법에서는 관찰법, 면접법, 중요사건법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관찰법, 면접법 등을 통해 직무를 확인하고 직무실태
를 조사하였음

3. 선행연구 검토 결과
○ 선행연구는 여러 직무분석과 관련된 연구들 중 본 연구의 대상 및 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직무분석과 적정인력산출에 관한 연구에 한정하여 검토하였

1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직무분석 연구

161

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조사내용 또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군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
부분이었음

Ⅲ. 직무실태조사 설문지 개발과정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장방문
○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한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하여 그 현황을 살
펴보았음. 방문 시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업무내용이 2019년도
와 많이 달라져, 일반적인 업무가 이루어진 2019년도의 운영일지 및 현재 바뀐
업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음
○ 해당 기관의 운영일지 및 관찰 내용을 포함하여,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매
뉴얼 개발 연구(2017) 및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장애인 주간보호시
설의 운영 및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직무분류표(안)을 제작하였음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워크숍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 지역적인 안배와 시설 유형(단독, 부설)을 구분하여 3
년 이상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였던 종사자를 한국장애인 주간보호시
설협회의 협조로 모집하여 5명씩 2일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였음
○ 사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시설의 근무일지와 업무분장, 직무 등을 연구진에게 메
일로 보냈고, 사전에 검토된 직무분류표(안)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에 대한
의견을 자연스럽게 나누었음
○ 직무분류표(안)에 대한 의견으로 대체적으로 잘 구성이 되었으나 조금 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업무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사업
관련 업무’의 경우 각 시설마다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별로 명칭이나 유형이 매
우 다양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는 중복적인 항목들을 직무분류표 내
에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직무별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나 예시를 제시하
여 직무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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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회의
○ 학계, 현장, 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직무분류표와
관련된 의견과 직무실태조사에 대한 의견들을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하여 문의하
였음. 제시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등 특정 장애유형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사전 테스트 필요
- 상근직 시설장의 직무조사여부 결정
- 자부담인력에 대한 표기
- 현재 시설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편차가 매우 큰 편이며, 국
가차원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안 제시 및 평
가를 통한 서비스 최저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자문회의 및 종사자 워크숍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항목을 엮
어 직무분류표를 수정하였으며, 직무분류별 가이드라인이 될 참고자료도 제작을
하였음

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직무분석연구 사전조사 결과
○ 본 조사 실시 전 작성 상의 오류나 추가적인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협
회의 추천으로 전국 시·도별 1개소의 기관을 대상(총 17개 기관, 29명)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국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 총 17개의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표기가 잘못되
거나 오류가 있는 기관 6개소를 제외한 11개소의 기관을 분석하였음. 종사자의
유형별 현황은 시설장(센터장, 원장 등)이 8명, 사회재활교사가 21명으로, 총 29
명의 직무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종사자의 유형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사회재활
직교사라도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관리자급 사회재활교사의 경우에는 직무
유형에 차이가 있었음. 사전조사 결과로는 시설장(센터장, 원장 등)이 8명, 사회재
활교사(이하 사업중심 사회재활교사) 16명, 관리자급 사회재활교사(이하 행정중심
사회재활교사) 5명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사회재활교사 중 행정
중심 사회재활교사와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중심 사회재활교사를 나누어 직
무분석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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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및 직무실태조사
1. 조사개요
○ 본 연구에서는 전국 724개소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근직
시설장과 사회재활교사 중 관리직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내용은 기관의 기본적인 현황(시설 설립 주체(법인 유형, 건물 형태), 송영서
비스 제공여부, 이용자 식사 제공 방법), 종사자 현황(종사자 정원 및 현원, 종사
자 고용유형, 직책 및 직위, 외부 보조 인력), 이용자 현황(이용자 정원 및 현원,
성별, 연령대, 주 장애유형, 신변처리가능여부, 식사가능정도, 의사소통정도, 도전
적 행동 정도), 시설장 및 종사자의 직무를 조사하였음
<표 16-1> 직무분류표
직무
대분류

직무 중분류
송영서비스

사업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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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소분류
등원·하원 시 송영 서비스 (본인 동행 시)

건강 및 위생관리
(일상생활지원)

위생관리 및 지원(구강/손/배변 등), 여성이용자 생리교육(생리대 사용법, 생
리교육), 자기관리(계절에 맞는 옷 입기, 머리꾸미기, 화장 등), 응급조치(응급
사고, 발작, 도전적 행동 중재 등 관리), 예방 및 검진(건강검진, 구충약복용,
예방접종), 건상상태 확인 및 기록, 관련 행정업무(약물복용, 체온 측정 등),
기타 건강 및 위생관련 지원활동

식사 및 간식지원

기호도 조사 및 개별식 지원, 월간 및 주간 식단 작성, 식사 지원, 간식 지원,
조리 및 주·부식관리(주방관리)

문화·예술 활동(음악, 미술 댄스 등), 스포츠 활동(생활체육, 태권도, 수영
여가·취미 활동 서비스 등), 기타 여가·취미활동, 서비스 프로그램 일지작성 및 행정업무, 여가·취미
활동 외부강사관리 및 행정업무
이용자 교육 및
권익증진

성교육 / 건강 교육, 인권교육, 안전 및 위험대처 교육(소방안전 등), 자치회
의, 인지교육(한글, 숫자, 표식 등), 자립교육(금전관리, 예절, 선거 등), 직업
소양교육(직업체험 등), 기타 이용자 교육 및 권익증진 활동 및 행정

지역사회 참여 및
연계활동

지역사회 체험 및 견학활동(대중교통, 장보기,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지역 내
축제 참여), 지역사회 교류(네트워크), 기타 지역사회 참여 및 연계활동 및 행
정,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연계

이용자 사례지원

이용 상담, 면접(인테이크) 및 이용계약, 자료수집 및 사정(개별상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욕구 및 만족도조사, 사례회의, 종결 및 사후
관리), 개인별지원과정 기록 등 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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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대분류

직무 중분류

직무 소분류

가족지원

보호자 상담 및 간담회(사업설명회,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자조모임지원), 보
호자 교육(가족 내 교육), 휴식 및 여가지원(힐링캠프, 가족여행 등), 알림장
확인 및 발송, 가족지원 관련 행정업무

특별활동서비스 및
사업관련 기타

캠프 및 여행, 명절 및 기념일 행사(송년회, 생일잔치 등), 사업관련 기타업무
및 행정

기관 관리

안전(장치 및 물품)관리, 생필품 및 사무용품 구비(구입), 비품관리, 차량관리
(차량일지), 시설 개보수, 기타 업무

기관운영,
서무/행정업무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고충처리 및 직무만족도 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조
정(월간계획 등),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수시 행정업무, 각종 기안 작성, 기관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 노무(인사관리, 근태/휴가관리, 채용 등), 기타 서류
작성 및 보고

회계/정산

예산수립 및 결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이용료, 후원금 수입지출 결의, 보조
인력 관리(사회복무요원, 자활/장애인일자리/50+인력 등 근태 및 교육관리),
인건비 및 세금/공공요금 관리, 회계감사준비, 기타 회계/정산 업무(은행업무
포함)

행정
관련
업무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외부 지원 사업
관련 업무

직원교육·워크숍, 직원 동아리 운영, 자문/수퍼비젼
외부 지원 사업 정보취득 및 신청, 외부 지원 사업 관련 행정, 외부 지원 사
업 기타 업무

홍보 및 후원

홈페이지관리, 후원개발 및 후원자 관리, 소식지 제작 및 발송

행정관련 기타

행정관련 기타 업무

2. 직무조사 참여 기관(시설) 및 종사자 현황
○ 직무분석에 참여한 기관은 총 186개 기관이며, 743명의 종사자가 직무분석에 참
여하였음. 다만 종사자 중 기능직은 제외하였으며, 특정 업무에 한하여 과도하게
업무량이 집중 입력된 종사자는 직무별 구성비를 왜곡할 수 있어 제외하였음. 최
종적으로 전체 186개 기관, 642명의 종사자 직무분석 데이터를 결과분석에 활용
하였음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소재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76개소(40.9%)가 응답
하였으며, 다음은 광주·전라 지역이 32개소(17.2%), 대전·세종·충청 지역 25개소
(13.4%)였으며, 169개소(90.9%)는 설립주체가 법인이었으며, 그 중 사회복지 법
인이 97개소(57.4%), 사단법인이 51개소(30.2%) 임
○ 종사자의 직책 및 직위를 살펴보면, 사회재활교사가 3.34명(65.1%)으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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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력이었고, 그 다음이 시설장, 사무원 순이었음
○ 전체 186개소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 미응답한 3개소를 제외한 기관 내 이용
자 정원은 18.85명이며, 이용자 현원은 16.9명이었음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직무분석 결과
○ 전체 종사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2,156.8시간 근무(주 5일 근무(공휴일 비근무),
연간 휴가사용일수 15일을 가정할 때, 연간초과근무 293시간 임. 그 중 사업관련
업무는 73.3%, 행정관련 업무는 26.7% 차지하였음
○ 중분류별 연간 업무량은 사업관련 업무 내에서 건강 및 위생관리(17.5%), 여가·
취미활동 서비스(14.8%), 식사 및 간식지원(12.7%), 송영서비스(8.5%), 이용자 사
례관리(5.2%)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정관련 업무는 기관운영 및 서무행정 업무
(9.3%), 회계·정산(5.9%), 기관관리 총괄(3.7%) 순으로 나타났음
○ 소분류 업무를 기준으로 등원·하원 시 송영서비스(8.5%), 위생관리 및 지원
(7.1%), 식사지원(6.4%), 서비스 프로그램 일지작성 및 행정업무(4.6%), 간식지원
(3.8%) 순으로 나타났음
○ 종사자 유형 및 직무별 업무량을 살펴보면, 연간 총 업무량에 있어 시설장
(2,095.2 시간)과 사회재활교사(2166.6시간)는 큰 차이가 없었음. 사회재활교사를
사업과 행정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업중심 사회재활교사(2,180.8 시간),
행정중심 사회재활교사(2,109.2 시간), 시설장(2,095.2 시간) 등으로 나타나 행정
중심 사회재활교사와 시설장의 업무량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업중심 사회재활
교사는 다른 두 직무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하였음
○ 사회복지직 근속년수에 따른 연간 총 업무량은 사회복지직 5년 미만 근속자
(2,192.2 시간)와 10년 이상 근속자(2,118.9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음. 사회복지
직 근속년수가 커질수록 사업관련 업무 비중이 감소하고 행정관련 업무 비중이
증가하였음
○ 성별에 따른 업무량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간 총 업무량 구성비를 살펴
보면, 남성은 송영서비스, 여성은 식사 및 간식지원, 회계/정산 업무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비법인설립 시설의 연간 업무량이 법인설립 시설의 업무량 대비 다소 높게 나타
났으며, 건물형태(단설, 병설)/송영서비스 제공여부/운전원 존재 여부/자체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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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조리원 존재 여부에 따른 총 업무량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중분류 및 소
분류에 다른 차이가 나타났음
○ 돌봄 강도에 따른 총 업무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돌봄 강도가 커질수록
개인별 기초적 지원(건강 및 위생관리, 식사 및 간식지원, 가족지원) 업무량이 증
가하였음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전체종사자들이 느끼는 업무 난이도 및 중요도와 관련하여
9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중요도의 평균은 6.83점 이었으며, 난이도의 평균은
5.94점이었음. 종사자들이 중요하며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업무들은 ‘이용자
교육 및 권익증진’, ‘이용자 사례관리’, ‘기관운영, 서무/행정 업무’, ‘회계/정산’,
‘외부 지원 사업 관련 업무’였으며, 이러한 업무들의 업무량은 난이도 및 중요도
가 낮은 ‘건강 및 위생관리’, ‘여가 및 취미활동 서비스’, ‘식사 및 간식지원’에 비
해 연간업무량이 적었음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최근 자립생활 패러다임 확대에 따라 탈시설 정책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지역사회에서 낮 시간 동안 주요 이용시설인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본 연구는 2019년도에 실시한 전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조사를 토
대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인력 기준 및 직제 개
편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함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전체 종사자의 직무는 16가지 영역의 사업관련 업무 45개
직무, 행정관련 업무 25개 직무를 도출하였음
○ 종사자의 업무량은 연간 평균 2,158.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
5일 근무(공휴일 비근무), 연간 휴가사용일수 15일을 가정할 때, 연간초과근무
293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임. 이 결과는 추가 인력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
석할 수 있으나, 상근직 시설장도 사회복지직과 같은 사업과 행정업무를 거의 각
각 50%이상 씩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보조 인력도 기관 당 종사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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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3.1% 정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점심 휴게시간 보장이 잘 되지 않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현실을 감안하다면 사회복지직 종사자 1인 추가가 필요하다고 봄
○ 사업중심 사회재활교사의 직무별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량을 살펴보면, 이용자 사
례관리, 지역사회 참여 및 연계활동, 이용자 교육 및 권익증진 등이 평균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업무량에서 이용자의 사례관리, 개인별 지원 등에 투여하
는 시간은 낮게 나타나 이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함

2. 제언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적정 인력 확충
○ 초과 근무수당 지급 및 사회재활교사 처우개선
○ 종사자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
○ 주간이용서비스의 일과운영에 대한 시간편성 및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최
저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 현 사회재활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지원

정책제안 및 반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직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첫째, 장
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중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재활교사 1인 인력이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음. 둘째, 1일 약 2시간가량 초과 근무수당 지급 및 사회재활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함. 셋
째, 종사자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운전기사, 조리원 등 대체인력 지원이 필요함. 넷째,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일과운영에 대한 시간편성 및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최저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현 사회재활교사의 핵심 직무인 ‘이용자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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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제협력

17. KOICA 장애포괄적 사업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이혜경, 최승철, 이선화

요약
본 연구는 KOICA가 장애 관련 개발사업을 장애포괄적으로 이행하고 KOICA의 장애포괄적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함.
이런 목적을 위해 우선, 호주를 포함하여 4개국이 장애포괄적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둘째, 2017년 이래로 KOICA가 수행한 장애 관련 사업들이 얼마
나 장애포괄적 개발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획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측면에서 장애포괄적이지 않았는지
분석하여 향후 장애 관련 사업들을 장애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셋째, 2020년에
KOICA가 착수한 비장애 관련 사업들이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장애주류화를 할 수 있었을
지 회고적으로 분석함. 이를 토대로 향후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장애주류화 사업을 확대할
소지가 있는지 추정함.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의 국제개발협력기구들
은 장애포괄적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장애포괄적 사업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장애포괄적 사
업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직원들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함. 둘째,
KOICA의 장애 관련 사업들은 장애포괄적 개발 원칙의 몇 가지 핵심 요소에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사업들은 기획 단계에서 장애통계를 구축함에 있어 증거에 기반하여 욕구조사를 하고, 장애 민감 지
표를 구축하고, 사업의 기획에 장애인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에 취약하였음. 셋째, 2020년에 착수된
KOICA의 비장애 관련 사업들 중 약 절반 정도가 장애주류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장애주류
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은 해당 사업으로써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욕구가 불평등하게 충족된다는 점, 장애인의 욕구가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드는 제도적, 환
경적, 또는 태도적 장애물들이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조치를 해당 사업에 포
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한편, KOICA 사업 중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의 분야들은 교육,
보건, 농림수산 등이고, SDGs 세부목표들 중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타깃으로 하는 세부목표들과 밀접
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포괄적 사업의 전담인력 배치, 장애포괄적 사업의 지침 마련, 증거에 기반
한 장애포괄적 사업의 기획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타깃으로 하는 SDGs
세부목표와 연관된 장애포괄적 사업들의 중장기적 확대 등의 정책들을 KOICA에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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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KOICA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7
년 10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2018년 7월, ‘장애포
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향후 이들 가이
드라인에 부합되게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양적으로 적
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상황에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KOICA가 개발협력사업을 장애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모든 사
업 분야에서 장애포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
야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구체적 목표는 첫째, KOICA 사업이 장애포괄적 원칙 또는 장애 관점에 맞게 수
행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장애 관련 사업의 현황과 수행 내용 및 방식을 분석하
여 장애포괄적 수행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둘
째로, 본 연구는 KOICA 장애포괄적 사업의 확대 수행 및 우선적 수행을 위해
먼저, KOICA의 지난 비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적 추진 가능성을 회고적으로
(retrospectively) 조사함. 추후 장애주류화 사업을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개략적으로 제시함. 또한 외국 사례 등
의 분석을 기반으로, KOICA 및 국내 NGOs 등의 역량, SDGs 등을 고려하여
KOICA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장애포괄적 사업의 범주를 제시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장애포괄적 개발과 관련한 기본 개념
을 정립하고, 나아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권 기반 접근과 장애포괄적 개발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것임. 둘째, 장애 관련 개발협력 사업을 장애포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각종 구체적 조치들을, 가령 관련 지침,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활
용하는 외국 사례와, 장애포괄적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외국 사례
를 조사함. 셋째, KOICA 장애 관련 사업의 일반 현황과 여러 차원의 편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7. 1.~2020. 6. 기간에 종료되거나 진행 중인 장애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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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장애주류화/장애 특정적 사업 유형,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예산 규모 등의
변수로 분류하여 분석함. 넷째, KOICA 장애 관련 사업에 대한 장애 관점에서의
분석, KOICA 비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적 수행 가능성 분석 등을 통해 발굴
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핵심 개념의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OECD/DAC, EU) 등의 문건 및 연구 결과 분석하고, 해외 사례(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함. 둘째,
KOICA 장애포괄적 사업 및 주류화 사업의 분석 기준 마련을 위해 장애 관련
KOICA 정책 자료 및 연구 결과물을 분석하고, KOICA의 장애주류화 및 장애특
정적 사업을 분야별로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나 정도를 질적으로 분석함. 셋째,
KOICA 비장애사업의 장애포괄적 추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포괄적 개발
기본구성 요소별로 분석하고, 장애포괄적 가능성이 있는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구분하여 근거와 사유를 제시함. 넷째, 장애계, 개발협력사업 관련 전문가, 발주
처 담당자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과 조사방법과 내용, 조
사결과 논의, 주요결과 및 정책제언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연구기간 동안 2회 자
문회의를 개최함

Ⅱ. 장애포괄적 개발의 기본 개념 및 원칙
1. 장애포괄적 개발 세부 구성 개념
1) 장애포괄적 개발 개념
○ 장애포괄적 개발은 “개발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걸치는 개발의 모든
과정에 장애 관점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의 개발 과정 및 정책에 의미 있게, 그리
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국제 장애 및 개발 컨소시엄(International Disability and Development
Consortium: IDDC)에서는 포괄적 개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포용적 글로벌 커뮤니티’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 포괄(inclusion)과 개발(development)의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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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은 과정이자 목표임
-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고, 일부 보편적, 일부 문화 및 맥락에 특
화된 요인일 수 있음
- 포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트윈트랙 접근방식이 필요함
- 배제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에 초점
- 역량강화 및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제된 그룹에 초점
- 협력과 네트워크는 포용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
- 포괄적 개발은 모든 소외/배제 집단이 개발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과정
- 장애포괄은 SDGs와 인천전략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음

2) 장애포괄적 개발 개념
○ 장애 주류화는 장애인을 포함하거나 장애 관점을 개발 협력에 포함하는 것임. 장
애주류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개발협력 방안과 개입으로 평등하게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고 평등을 촉진하고 차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 또한 장애주류화는 성주류화와 같이 범분야 이슈와 사회적 소수자의 속성에 속한
다는 유사성이 있는 반면, 성공의 지점에는 차이가 있음. 성주류화의 성공요소는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성평등에 대해 유념하게 하는 것이었고, 장애주류화의 성
공요소는 장애인이 개발과정에 완전히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있음

2. 장애포괄적 개발의 주요 원칙
○ 일부 일반 원칙(예: 비차별, 기회균등)은 장애의 맥락에서 핵심 인권 원칙을 명시
함. 일부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차별(예: 남성과 여성의 평등, 아이들의 진화하
는 능력에 대한 존중)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다른 것(차이에 대
한 존중, 고유 존엄과 개인의 자율성, 접근성, 사회적 보호)은 장애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측면을 강조. 전체적으로 일반 원칙은 포용적 사회의 기본을 구성함
○ 독일 ‘경제협력 및 개발부 ’(연방정부)에서는 장애포괄 개발에 적용되는 주요 인
권규칙들은 장애인에 대한 존중 강화, 접근성 보장, 비차별, 기회의 평등,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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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촉진, 장애인의 참여와 역량강화 촉진 및 보장, 책임
성 강화임
○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방식은 부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개발 조직이 프로그
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 또한 인권기반 접
근은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포괄적이며, 보다 효과적인 개발 협력에 기여하고,
따라서 장애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고 있음

3. 장애포괄적 개발과 인권 기반 접근
○ 인권기반 접근은 소위 트윈트랙접근(twin-track approach)으로 불리는 접근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음. 모든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서 장애에 대한 포괄적
인권 관점을 주류화하는 것과, 장애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에 대한 이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특화 시책을 지원하는 것(예를 들어, DPO를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역량 개발 또는 서비스 제공의 확대를 위한 훈
련 기관에 대한 지원이 포함)임
○ 인권기반 접근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장애인을 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대상
그룹에 추가하는 것 이상을 요구함
○ 인권기반 접근을 주류화하는 것은, 프로그램 관리의 모든 단계, 즉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인권표준과 원칙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함. 특히 인프라 분
야(물 및 위생, 주택)와 사회분야(보건, 교육, 사회보호)의 프로그램에 매우 중요
하며, 고용, 경제발전, 전문교육 및 거버넌스와 같은 다른 분야와도 높은 관련성
이 있음

Ⅲ.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해외사례
○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의 국제개발협력 기구들은 장애포괄적 사업의 효
과적 수행을 위해 장애포괄적 사업의 지침을 마련하고, 장애포괄적 사업을 전담
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직원들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해왔음
○ 해외 주요국들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종합해보면, 장애포괄적 개
발이라는 것은 사업개발 및 추진의 모든 단계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장애인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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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해와 사례를 통한 코이카의 함의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17-1> 해외 사례를 통한 코이카의 함의 요약
국가

호주

현황
-

트윈트랙 접근
모든 계층의 지지·참여를 중요시
장애관련 부서 직원 확대
DPO 역량 강화

- 장애관점에서의 통합
오스트리아

- 장애주류화, 장애포괄에 대한 인식제고
- 장애주류화 지침, 정책 마련
- OECD DAC의 장애마커 활용

영국

핀란드

- 직원에 대한 장애포괄적 개발 교육
- 직원의 모니터링과 책임성 강조

함의
-

트윈트랙 접근 강화
전 직원의 참여 필요
장애관련 부서 현재 부재
다양한 민관협력사업 및 역량강화 지원 개발
필요

- 사업계획, 실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장애포
괄적 접근 필요
- 전 직원 장애주류, 장애포괄에 대한 교육, 인
식제고
- 장애포괄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마련, 실행
모니터링 필요
-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위한 기준 마련·
적용
- 직원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교육 필요
-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외부기관을 통한 관리
필요

- 기관의 장애주류화를 위한 역량 지원 및 역량 - DPO 역량강화 사업 및 지원 강화
강화

Ⅳ. KOICA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분석
1. 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
○ 사업 기획의 어느 부분인 장애포괄 원칙을 준수하는데서 취약한지 살펴보고, 취
약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관련 사업을
장애포괄적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7. 1.~ 2020.6.
기간에 종료되거나 진행 중인 KOICA의 장애관련 사업의 제안서 또는 실행계획
서를 분석함
○ 해당되는 사업은 총 40건이었으나, 연수생초청사업, 소규모무상원조사업, 2차 또
는 3차 사업이거나 사업제안서의 형식을 따르지 않는 일부 기술개발 및 적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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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10개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분석내용은 장애분리통계의 수집과 사용 여부, 비장애인에 대비한 장애인의 니즈
정의 여부, 니즈 충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불평등 해소 노력, 장애 민감
한 위험 분석, 장애 민감한 지표 구축 여부, 장애포괄적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
정도,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보장의 7가지의 내용으
로 분석함
○ 분석결과, KOICA의 장애 관련 사업들은 장애포괄적 개발의 원칙의 몇 가지 핵
심 요소에서 취약했음. 사업들은 기획 단계에서 장애통계를 구축하는 데, 증거에
기반 하여 니즈조사를 하는 데, 장애 민감한 지표를 구축하는 데, 그리고 사업의
기획에 장애인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데 취약했음

2. 비장애관련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분석
○ 2020년에 이미 착수된 비장애관련 프로젝트 사업과 민관협력사업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94개 사업이 분석대상이었음
○ 분석내용은

KOICA 비장애 관련 사업이 장애주류화를 할 수 있었는지, 얼마만

큼의 어떤 분야 사업을 장애주류화 할 소지가 있었는지, 향후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장애주류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지, 사업의 어떤 활동들을 어떤
내용으로 장애주류화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
○ 연구진에서 1차적으로 분석한 뒤,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장애주류화 가능성
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사업 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프로젝트 사업에서 장애
주류화 가능성이 민관협력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 보건, 농림수산, 교육 분야에서 절대 빈도와
비율 모두에서 다른 분야에서보다 장애주류화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장애주류화 사업은 장애분리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별사업인
프로젝트 사업은 아무래도 협력국의 협조를 통해 관련 통계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장애주류화 사업이 장애인을 위한 제도의 변화가 아닌 장애인의 변화
를 추구하는 사업인 경우, 일정 규모의 장애인을 사업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에 장애인의 평등을 명시적인 목표의 하나로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규모
가 큰 프로젝트 사업 형태로 장애주류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소지가 크
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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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착수된 KOICA의 비장애 관련 사업들 중 약 절반 정도가 장애주류화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음. 장애주류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은
해당 사업으로써 충족시키려고 하는 니즈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된다는 점, 장애인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드는 제도적,
환경적, 또는 태도적 장애물들이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조치를 해당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임
○ 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기획
이 증거에 기반 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임. 또한 장애 관련 사
업들에서 니즈 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기초하는 문제분석 및 목
표분석이 증거에 기반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장애 관련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기초선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애분리 통계나 장
애특정적 통계를 적절히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통계는
사업 기획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업의 전반적 방향을 잡는 데 필요하
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협력국에서 생산한 관련 통계가 없다면 소규
모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를 확보해야 함
○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참여는 사업에 대한 그들의 니즈를 조
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사업 제안 기관은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이 최종 기획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제안서에서 밝히는 것
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사업의 이행, 감시 및 평가 단계에 사업 대상 장애인 및
외부의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계획도 밝힐 필요가 있음
○ 민관협력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장애 관련 사업이 증거에 기반 하도록 돕기 위해
서 사전 조사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그리고 장애분석을 통
하여 문제분석과 목표분석을 수행하는 작업은 이제 막 장애분석이 논의되는 터라
당분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함

Ⅴ. 결론 및 제언
○ 장애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 결과, 사업기획이 증거에 기반 하여 이루어지
지 못했다는 경향이 있었고, 장애인의 니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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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획단계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장애포괄
적 사업 수행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성이 확인됨
○ 비장애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분석 결과, KOICA 상당수의 사업이 장애주류
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긍정적 전망을 보였음
○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CRPD를 비준하여 CRPD 당사국으로서 협약 이행 상
황을 UN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협력국의 협약 이행 니즈를 잘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장애특정적 사업을 제안하여 그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및 반영
연구결과를 토대로 KOICA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언들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제시함. 첫째, 사업 기획단계에서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를 제시하도록 하
고, 욕구조사를 심도 있게 조사하도록 개선하고, 둘째, 사업기획 단계에서 장애인이 사업에 참여하고,
장애인의 의견이 최종 기획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제안서에서 밝힐 수 있도록 개선함. 셋째, 민
관협력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장애 관련 사업이 증거에 기반 하도록 돕기 위해 사전조사에 대한 행정
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함. 넷째, 장애포괄 가능성 조사결과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KOICA 사업 분야가
장애포괄적인 SDGs 세부목표 4.5, 8.5, 11.7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바, KOICA가 장애포괄적
SDGs 세부목표와 연관된 교육 및 고용 분야를 장애포괄적 사업의 장기적(2030년까지) 우선 영역으
로 선정하고, 중단기적 확대 방향으로는(2025년까지) 국별협력사업은 장애주류화 사업 쪽에, 그리고
민관협력사업은 장애특정적 사업 쪽에 비중을 좀 더 두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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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 평가
및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지속 방안 연구
곽재성, 윤주영, 홍인경, 김은영

요약
2012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UNESCAP)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2022)’을 위한 행
동계획인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Make the Right Real)’ 인천전략을 채택하였음.
우리 원은 지난 2013년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무국으로 지정되어 지난 7년 간 인천전략의 성공
적 이행을 목표로 하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인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을 추진해 왔음. 동 사
업은 국제기구(UNESCAP) 협력사업, 국별협력사업, 글로벌연수사업, 민관협력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인식개선사업 등으로 구성되었음.
본 연구는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2013~2019)의 추진현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여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고, 발전적인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Post-인천전략 방안을 마련하
고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연구 결과, 사업은 협력국의 장애/인권 분야 개발목표 및 전략이 인천전략 목표와 부합하도록 계획
되어 높은 적절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표 연계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사업이 수행됨을 확
인함. 또한 직접 사업을 통해 높은 효율성을 확보한 반면, 향후에는 사업 수행과 관리를 분리하여 보
다 높은 수준의 효과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중장기 발전전략으로는 개발원 목적사업(직업재
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과 인천전략의 중점 목표 연계를 제안함.
수행조직으로는 ‘국제협력센터’를 발족하여 센터 내 2~3개 팀을 조직, 각 각이 장애주류적·장애특정
적 사업과 성과관리를 전담하도록 구성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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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은 아·태 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의 성
공적 이행을 목표로 하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3년부터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 운영사무국으로 역할하며, 국제기구(UNESCAP)
협력사업, 국별협력사업, 글로벌연수사업, 민관협력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인식개
선사업 등을 수행해 왔음
○ 본 평가 연구는 지난 7년(2013~2019) 간 시행된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의 프로
세스 및 추진현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여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검증하
여 향후 3개년(2020~2022) 간 발전된 사업을 수행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됨
○ 또한, 인천전략 종료 이후 지속가능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방안인 Post-인
천전략을 제시하여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고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 장애인의 권
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인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 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 수행 과정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해 선행연구 및 타 국가/타
기관 논의 동향을 분석함
○ 동 기금으로 추진된 6개 사업유형(국제기구(UNESCAP) 협력사업, 국별협력사업,
글로벌연수사업, 민관협력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인식개선사업) 등의 DB자료를
분석함
○ 수행 단계별로 문헌조사, 면담조사, 자문회의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
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제기구협력사업, 국별협력사업 담당자 및 장애 분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이 면담조사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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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논의 동향
1. 장애포괄적 개발 관련 주요개념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 15%에 해당하는 약 10
억 명의 장애인들이 빈곤의 문제에 처해있으며, 대략 5명의 빈민 중 1명은 장애
인임
○ 장애포괄적 개발은 개발의 전 과정(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장애 관점을
포함하는 것이며, 장애인은 이 과정에서 행동의 주체이자 수혜자로서 참여함
○ 이중트랙 접근법은 모든 정책 및 사업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장애 관
점을 포한한 ‘장애주류적 접근’과 장애인의 권한부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특정적
인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장애특정적 접근’으로 구성되는 개발 실천 방법임

2. 배경: 아·태 장애인 10년과 인천전략
○ UNESCAP은 1992년 제1차 아·태 장애인 10년(Asian and Pacific Decad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3~2002)을 선포하고, ‘행동과제(Agenda for
Action)’를 채택함. 제1차 10년은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및 개선 홍보의 계기
를 마련하고 성과측정에 관한 논의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의를 지님
○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2003~2012)은

‘비와코

새천년행동계획(Biwako

Millennium Framework)’을 채택함. 제2차 10년은 장애 인식 제고와 함께 목표
와 전략, 성과관리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CRPD 제정에 활발히 참여하여 장애 권
리기반 조성 및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이끌어낸 의미가 있다고 평가됨
○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2022)은 아·태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행동
계획인 ‘인천전략(Incheon Strategy)’을 채택함. 1·2차와는 달리 인권 기반의 포
괄적인 범주에서의 접근이 아닌, 장애인 권리 실천 중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뒤처
진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표방하며 10개의 개발목표,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를 두어 증거 기반의 평가와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차별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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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기구 규범과 목표
○ UN은 1982년 세계 정부와 기관의 장애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1982~1992년을 ‘UN 장애인 10년(UN Decade of Disabled Persons)’으로 선
포,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인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을 제시함
○ 2006년 UN 총회에서는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이 채택되었고, 2008년 5월 3일 발효
됨. 동 협약은 장애인의 인권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 자유, 평등의 보호 및 확보,
그리고 장애인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함
○ 2015년

제70차

UN

총회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제시함. SDGs의 여러 부분에 장애가 명시되었으며, 구체
적으로는 교육, 성장과 고용, 불평등, 거주 접근성, 정보수집 및 SDGs의 모니터
링 등에서 장애를 직·간접적으로 다룸

4. 주요 양자기관 사례
○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DFID)는
2014년 국제개발협력 활동 내 장애포괄적 접근을 위해 ‘장애 프레임워크’를 만
듦. DFID는 2017년 장애포괄을 위한 변화이론을 작성하고, 운영정보시스템에 장
애마커를 도입하여 모든 프로그램의 장애포괄 정도를 평가하도록 함. 2018년 ‘장
애포괄개발전략 2018-23’을 발표함
○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
하 USAID)는 1997년 양자 공여기관 중 최초로 장애 정책인 ‘장애 정책문서’를
수립했으며, 2016년 비차별 정책문서를 발간하여 장애 정책을 더욱 강화함.
USAID는 다양한 문서를 통해 장애포괄을 위한 실질적이고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호주 외교통상부(Australi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이하
DFAT)는 장애포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이행을 위한 체계를 잘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2014년 개발정책 문서인 ‘호주의 지원: 번영, 빈곤 경감, 그리
고 안정의 추구’를 통해 장애인을 개발과정에 포함시키면 효과적인 빈곤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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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을 강조함. 또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전략인 ‘모두를 위한 개발
2015-2020’을 수립해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5. 국내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 한국 정부는 2009년 CRPD를 비준하여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기 위
한 적극적 실현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으며, 2012년 11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의 주도국으로 역할하고 있음. 2013년 7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범이슈에 포함함으로써 모든 개발과정
에서 장애주류화 접근을 이루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2010년부터 장애 분야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전체 사업규모 대비 장애 분야 사
업의 비율은 1% 미만임. 그러나 2019년의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에 따라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020-2023)’을 수립하였으며, 세부과제에 ‘취약계
층(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대상 인권적 접근 강화’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장
애포괄적 사업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Ⅲ.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 종합평가
1. 평가개요
○ 평가범위와 대상은 2013-2019년 간 인천전략이행기금을 활용하여 실시된 다양
한 활동 전체를 포괄하나, 직접적인 지원활동과 다소 거리가 먼 사업의 경우 사
업 단위 평가질문지를 활용하는 세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단, 핵심 평가질문을
활용한 종합평가 결과는 모든 활동에 대해 도출하며, 본 평가의 결과는 Post-인
천전략 검토 및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마련에 활용함
○ 평가방법은 핵심 평가질문인 “본 프로젝트(활동)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는가”를 선정, 평가 매트릭스 및 사업단위 평가질문을 제시함. 또
한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무국에서 작성, 관리한 계획서, 출장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의 문헌분석과 국내외 이해관계자 심층면접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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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지속방안
을 연구하기 위해 OECD DAC 6대 평가기준(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일관성, 영
향력,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사업단계를 고려하는 한편, 인권기반접근 질문을 포함
하여 장애포괄적 평가 매트릭스를 수립함. 또한 평가단위를 기획/구조(Structure)
- 과정(Process) - 성과(Outcome)로 설정한 별도의 ‘사업단위 평가질문’을 제시함

2. 사업단위 평가
○ 국제기구 협력사업
- 통계구축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한국 정부가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이행의
주도국으로서, 인천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UNESCAP이 추진하는 프
로젝트를 지원하여 높은 적절성을 확보함. 자문-선발-집중지원으로 진행된 사
업의 추진체계와 수행방식도 적절했으며, 총 17개국에 장애통계구축 컨설팅을
제공한 후 국별 액션플랜 도출도 계획대로 진행됨. 컨설팅 과정에서 장애 정책
추진에 있어 장애 전담 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 간 협력 증진의 계
기를 마련한 의의가 있음
- UNESCAP 본부 접근성 센터 지원사업은 인천전략 목표 3 ‘물리적 환경, 대중
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 달성에 기여했음. 또한
구축된 접근성 센터에 대한 개발원 측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 및 점검, 추가 지
원이 실시되었고 UNESCAP 측에서도 충분한 관심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국별협력사업
- 몽골 영유아 대상 장애 조기 진단 및 개입 프로젝트(2015-2018)는 인천전략
세부목표 5-1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및 교육의 확대’를 직접 구현하여
매우 높은 적절성을 가짐. 사업의 추진체계에 있어 저비용의 간접 수행방식으
로 높은 효율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됨. 몽골의 장애 진단에 있어 과학적 진단
이 가능한 토대를 제공하였고, 연차별 연수 인원 및 만족도에 있어 초기 설정
한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았다고 평가됨
- 직업재활훈련을 통한 라오스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젝트(2015-2018)는 인천전
략 목표 1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과 관련하여, 라오스의 장애 전담
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였음. 사업이 1년 단위로 진행되어 사업계획을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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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세우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으나, 사업의 산출물은 계획대로 도출되었으
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고민을 사업에 반영해낸 것으로 평가됨
- 포괄적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한 인도네시아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젝트(20162019)는 인천전략 목표 1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과 연관성이 높으
며, 사업예산, 일정, 기술 등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었음. 특히 사업수혜자 선발
이 현지 협력기관에 의해 매우 적절하게 진행됨. 사업성과에 있어서도 높은 달
성도를 보인 한편, 마케팅 활동에 대한 교육이나 시장 상황 및 가치 사슬에 대
한 고려와 지원을 확충하여 중장기적 성과를 이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글로벌연수사업
- 본 연수사업은 인천전략 목표 10 ‘하위지역·지역·지역 간 협력의 강화’ 달성에
기여했으며, 전년도 연수 시 얻은 시사점을 차년도 기획 시 충분히 반영하고자
함. 연수는 실시계획서 상의 내용대로 진행되었으나, 세부 활동별로 성과 목표
를 별도로 설정하고, 연수생의 자기효능감 변화 추이를 측정하는 등 보다 구체
적으로 성과관리 계획 및 지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됨. 연수를 통
해 협력국의 거버넌스 및 사회문화적 다양한 층위에서의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됨
○ 민관협력사업
- 인천전략이행기금 공모사업은 사업공모-제안서 제출-심사 및 선정-약정체결-종
료보고의 순으로 사업수행이 절차에 맞게 진행된 반면, 사업기간 및 수행방법
에서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국내 및 해외의 장애인단체 및
장애당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루어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며, 향후 아·태 지
역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당사자 리더를 양성하는 데 역할을 했음
○ 인력양성사업
- 2019년 장애인식개선 해외봉사단은 인천전략 목표 10 ‘하위지역·지역·지역 간
협력의 강화’ 달성에 기여함. 운영 단계별 수행방식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적절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사업 운영결과 및 활동성과를 공유하여
국내 차원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촉구함. 국내 최초로 시도된 ‘장애인 봉사단’
파견이라는데 의미와 성과가 있으며, 장애당사자의 자기효능감 제고 및 국내외
비장애인 사회구성원의 인식개선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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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결과
<표 18-1>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 사업유형별 평가 결과
평가 기준

평가
세부항목

적절성

평가 결과
국제기구 협력

국별협력

글로벌연수

민관협력

인력양성

인식개선

정책, 전략적
적절성

◎

◎

◎

○

○

▬

효과성

사업의 효과성

○

○

○

▬

○

▬

효율성

자원 활용의
경제적 효율성

◎

○

◎

○

○

▬

일관성

정책/사업
일관성

◎

◎

◎

◎

◎

◎

영향력

중장기적
직·간접 효과

▬

▬

○

▬

▬

▬

지속
가능성

사업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

△

▬

▬

▬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X 미흡

▬ 측정 불가

[판단기준]
◎ 매우우수 : 평가기준을 초과하여 충족, ○ 우수 : 평가기준을 충족,
△ 보통 : 평가기준을 부분적으로 충족, X 미흡 : 평가기준을 미충족,
▬ 측정 불가 : 평가성이 없거나 자료 접근이 어려움

Ⅳ.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1. 추진 방향
○ 중점목표 선정을 위해서는 인천전략 10대 목표 중 개발원의 강점과 특색을 부각
할 수 있는 중점 목표 세 가지를 선정하여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기를 권고함. 중
점목표에 대해 이중트랙 접근을 추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
- (목표 1) 빈곤감소 및 고용전망 증진 – 직업재활/일자리개발
- (목표 3)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향
상 – 유니버설 디자인(U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 (목표 5)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및 교육의 확대 – 장애아동·발달장애 지
원(생애주기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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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국가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 기 협력국, UNESCAP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하여 선정함. 더불어 권역별(동남아, 서남아, 중동·중앙
아, 남태평양) 접근 전략을 통해 협력국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업 활동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장애 분야 개발협력 생태계 내 다양
한 연계협력을 실시해야 함. 국내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 개발원, KOICA, 장애
인단체, 인권 관련 개발협력 기관으로 구성된 “장애 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협의
체”를 구성하여, 실무 중심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되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중점분야와 사업,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한 연계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글로벌연수, 민관협력을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은 개발원이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
사무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고효율의 방식이며, Post-인천전략에서
도 이를 고도화하여 전략화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운용 방안
○ 개발원의 특성과 강점이 반영되고, 장애 분야 개발협력 생태계 내 파급효과가 특
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형태로는 1) 정책자문 및 지식공유(D-KSP), 2) 장
애인단체 역량강화, 3) 인식개선을 꼽을 수 있음
- D-KSP (Disabilities-Knowledge Sharing Program)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장애 정책 및 민간의 경험을 협력국과 나눌 수 있음. 신규 프로그
램 또는 국별협력사업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적극 추진하여 연수 프로그램에 정
책 노하우 공유를 강화할 수 있음. 개발원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제도 연구
및 지원 경험을 협력국에 공유하기 위한 사전 모듈화가 요구됨
- 국내외 장애인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개발원은 국내 다양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정보와 관계성을 기
보유한 바, 국내 장애인단체의 경험과 전문성이 해외 협력국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KOICA 사업 등으로의 진입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인식개선 사업 형태로 장애당사자의 개발협력사업 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프로
그램과 민간의 장애 권리 확보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및 조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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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 제고 및 역량강화가 필요한바, 이 부분이 선행되고 향후 이들의 의견
과 자문을 사업에 적절히 수용하여야 하겠음

3. 조직 구성 및 운영 체계
○ 그간 한정된 예산과 소규모 조직, 행정 소요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장기적-지속
적 성과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응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됨. 사업
(산출물)관리와 성과관리를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시
급한 과제인 것으로 확인되며,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경향을 벗어나 거시적 관점
에서의 사업관리 고도화가 필요함
○ 향후 기획-수행-평가-관리에 이르는 프로젝트 생애주기(Project Cycle) 상 일련
의 과업을 내·외부 전담 조직이 적절히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 효율 증대 및 효과성 제고를 꾀해야 함. 이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는 별도의
PM(Project Management) 팀을 가동하고, 현장성이 높은 직접 지원 사업(현 국
별협력사업) 등의 경우 외부수행기관(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향후 개발원 내 ‘국제협력팀’은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 활동을 미션으
로 하는 개발원 내 여타 부서와는 그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상이할 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활동 고유의 업무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본부 수준의 권한을 가
진 ‘국제개발협력센터’를 별도로 발족하고, 센터 내 2~3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동 센터의 기능강화 및 역할 증진을 위해 ‘장애’
와 ‘개발협력’ 두 분야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양성과 보유가 중요하며, 특히 글
로벌파트너십팀의 사업발굴과 외부발주사업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 분야의 개발협
력사업에 대한 다수의, 장기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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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사업팀) 정책자문, 국내외 OPD 역량강화(연수, 봉
사단 등), 민관협력 등 운영 – 장애주류화 기제 마련
❍ (글로벌파트너십팀) 장애특정적 사업(국별협력 프로젝트
등) 운영 및 수행(외부 기관 발주 사업 포함)
❍ (성과관리팀) 성과관리 전담 기관으로, 외부 수탁 없이 내
부 조직화 한다면 센터장 직속으로 1-2인 배치

[그림 18-1] 개발원 조직도(안)

4. 단계별 전략 실시방안
○ 단기적 사업 운용 개선 방안은 즉시 또는 1-2년 내 시행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
로, 중점목표 설정, SDGs-CRPD-인천전략 간 목표 일치 강화, UNESCAP 본부
접근성 센터 활용, 보조기기 사업 개선, 성과관리 제고 추진 등이 있음
○ 중장기적 사업 운용 개선 방안은 2-5년 내 시행할 수 있는 중장기 개선 방안으
로, 연계협력 전략, 정책경험 공유, 행정 효율화 및 고도화 등이 있음. 체계적 지
식공유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 현행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경제
발전 공유프로그램(KSP)에 장애포괄적 접근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
된 D-KSP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또한 초청연수→국별
협력사업→KOICA/EDCF(한국수출입은행 대외협력경제기금)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이어지는 연계를 강화하여 국별협력사업이 본격 ODA 사업화할 수 있는 토대 마
련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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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 WHO와 World Bank의 세계장애보고서에서 장애는 개발 문제인 것을 명시하고
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SDGs
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접근 없이는 세계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
조함. 그러나 여전히 개발협력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장애인은 포괄되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한국이 주도국으로써 수행하고 있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배경이 되는 아·
태 지역은 지역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애인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으
며, 우리 정부 신남방 정책과 함께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함.
따라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이행은 보다 더 명확
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Post-인천전
략을 포함한 장애 ODA 지원 확대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은 장애특정적 사업 뿐 아니라 장애인지적 관점 도
입을 통한 장애주류화 사업으로 이중트랙 접근법을 활용하여야 하며, KOICA 뿐
아니라 EDCF, 양자 간 사업 등 모든 사업의 영역과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포괄되어야 할 범이슈로서 접근되어야 함. 현재 KOICA 총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장애포괄 사업비 예산의 비중을 주류화 사업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장애포
괄적 사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장애 분야 전문관 투입, 장애포괄적 국제개
발협력 중장기 계획 등의 전략과 수행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정부와 민간의 개발협력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지적 관점을 확대시키
기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확대, 장애 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장애당사
자 및 당사자 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정책제안 및 반영
UN CRPD, SDGs, 인천전략 등 국제개발협력 맥락에서 장애인 포괄에 대한 국제사회의, 특히 한
국 정부의 의무와 책임이 확대되었음에도 지난 7년 간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예산은 현
상만을 유지해 왔음. 이에, 보건복지 분야 ODA에 복지 예산을 확대 반영하고, 동 예산이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함. 또한 수립된 계획이 잘 이
행되도록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추진위원회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18.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 평가 및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지속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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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직업재활

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방향성 연구
이혜경, 이수용, 이선화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구 특성의 변화, 고용 관련 환경과 제도의 변화,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 운
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직업재활시
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전적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조사대상을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과
직업재활시설 유관기관 종사자들로 하였으며, 이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운영상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함. 또한 3~10년간(변수마다 차이가 있음) 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변화정도를 확인하였으며, 해외(미국, 유럽)의 보호작업장 운영 사례와 지원들을 점검함.
주요 결과로 최근 10년간 직업재활시설은 양적으로 매우 확대되었고, 근로장애인의 임금, 시설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됨. 근로장애인의 임금수준 증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여부와 고용장려금 수급여부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됨. 해외사례에서는 보호작업장이 대부분 축
소·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위축되지 않고, 지역사
회 내에서 80%이상의 장애인이 재취업되었음. 우리나라가 해외사례와 같이 보호작업장을 폐쇄하고
지역사회 통합경쟁고용으로 전환할 수는 없으나, 대규모 시설화나 기숙시설이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지양하고,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사업장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안
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함.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대상 심층면접에서는
근로장애인들은 대체적으로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다른 직장과 비교하여 편
견없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음. 근로환경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반경쟁시
장으로의 취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유관기관 종사자들은 직업평가, 사업체소개 등과 같은 업무
에서 연계 또는 협력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직업재활시설 운영방식으로는 경쟁고용시장으로의 전이가
불가능함을 지적함.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방향성을 첫째, 직업재활시설의 주요 이용자는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며, 둘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은 경쟁고용환경에 취업한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재활시설이 전이를 고집하지 않는 안정적인 고용의 場으로 최소한의 순환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함.

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방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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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장애인근로사업장(이하 ‘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
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하 ‘적응훈련시설’)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각 유형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
가 이루어져왔고, 지난 20여 년 간 3차례에 걸쳐 시설 유형이 개편되어 왔음
○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유형이 개편된 이유는 장애인복지시설임에
도 불구하고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며, 외부지
원 없이 직업재활시설 자체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된 매출 수익금으로 시설에 근
무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임. 또한 직업재활시설 직원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역량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이 7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인 직업재활시설이 생산활동을 통한 수
익창출에 기대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역설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운영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업재활시설이 발전적이
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및 내용
○ 직업재활시설 역할과 기능 관련 선행연구와 해외의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을 분
석함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하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 운영 방향에 함의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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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변화 정도를 확인함
- 2013년 이후의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직업재활시설의 변화
내용을 확인함
○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과 직업재활시설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
접을 실시함
-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장애인을 직접 만나 근무 만족
도와 시설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함
- 직업재활시설과 협업 또는 연계를 하는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한국장애인고
용공단 등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함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분석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문제점
○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은 정체성 및 역할, 시설 운영비용 부담, 시설 부족, 연계
및 전이 부족, 운영 제약 및 규제, 전문성 부족, 판로 개척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반면, 근로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부족,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프로그램 부족,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제한,
장애인의 생산성 저하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직업재활시설 문제점에 대한 제안 및 방안으로는 유형 개발, 법 및 제도 개선, 지
침 및 매뉴얼 개발, 시설 수 확대, 시설 역할, 시설운영 지원으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음. 또한 근로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직업재활시
설의 유형이 장애인 특성에 맞게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한 연구
에서는 일반고용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지만, 일정 수준의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형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근로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형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
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대한 유형별 시설의 역할에 따라 운영을 명확하게
수행하도록 법적, 제도적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침 및 매뉴얼 개발, 그리고 그
에 따른 예산과 인력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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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분석
○ 전국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현황을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보건복지부 자료
를 활용하여 분석·정리하였음. 2009년 386개소이던 직업재활시설은 2019년에는
683개소로 10년 동안 약 300개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직업재활시설 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용장애인은 2019년 19,056명으로 2013년
도 14,739명 대비 29.3% 증가하였음.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범주에 속하는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15,645명으로 약 82.1%를 차지하고 있어 직업재활시
설의 주 이용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이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할 수 있음.
2013년도부터 살펴볼 때 장애유형별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월평균임금은 2019년 617천원으로 2015년도 528천
원 대비 16.9% 증가하였고, 훈련장애인의 월평균 훈련수당은 2019년 97천원으
로 2015년도 91천원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직업재활시설의 평균 매출액은 700백만원으로 2015년도 594백만원 대
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이익금은 2019년 186백만원으로 2015
년 227백만원 대비 1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직업재활시설의 매출액 및 이
익금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근로사업장의 매출액과 이익금에서 변화가 보이고
있는 반면 보호작업장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3.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평균임금 결정요인 분석
○ 직업재활시설의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2011, 2013, 2015, 2017, 2019년의 근
로장애인의 평균임금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후검증에서는 년도가 올라갈수록 직업재
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해의 직업재활시설 평균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시설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여부(p<.01)와
고용장려금 수급여부(p<.001)가 직업재활시설 간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남. 독립변수의 단위 변화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살펴보면, 중증장
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을 경우 평균임금이상 지급할 승산이 2.6배 높고,
법인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수급하는 시설은 그렇지 않은 시설에 비해 평균 임금
이상 지급할 승산이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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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직업재활시설 현황
1) 유럽
○ 독일에서는 보호작업장의 직원들이 작은 금액의 환급액을 최저금액대신에 지불받
고 있지만 이들은 다른 직원들과 같이 보호작업장을 대표하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를 선출하는 이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 벨기에의 보호작업장 인
력들은 보호작업장 인력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이렇게 장애
인들이 직원 신분으로 보호작업장을 다닐 수 있는 곳은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
아, 포르투갈 등임
-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호작업장들은 노동법의 시행을 의
무화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정식으로 직원 신분을 갖지 못해서임
○ 또한 많은 유럽국가들이 보호작업장에 고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들을 가지고 있음
- 이탈리아, 그리스에서는 작업장에 근무하고자 지원하는 이들이 작업의 능률도
가 50%정도 이하인지를 평가함
- 프랑스에서는 Etablissement et Services d’Aide par le Travail (ESATs)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작업능률도가 1/3 이상 적은 장애인들을 대
상으로 함
- 독일의 보호작업장들은 대부분

지적 장애인들 (2012년에는 약 77%)이 대부

분이었으며, 정신 장애인들 (2012년 19%)을 포함했음. 다른 영국과 같은 국가
들은 지원자들로 부터 받은 사회적 지원의 금액과 형태가 보호작업장에 직원으
로 뽑힐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됨
○ 유럽국가들의 보호작업장 트렌드를 살펴보면, 지난 15년 동안 장애인들이 고용에
통합되어 좀 더 자유경쟁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움직임들이 많았음.
이런 움직임들을 위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몇몇 연합주들의 공통적인
생각으로 전통적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을 통합고용으로 가는데 있어서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더욱 고립시킨다는 것. 둘째, 정부의 경제적인 압박으로
단시간에 돈을 조금 더 많이 절약하고 이익을 보겠다는 취지에서 전통적인 보호
작업장에서의 형태 지원을 줄이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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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2011년 NDRN(National Disability Rights Network)에서는 보호작업장이 지
속적으로 분리된 고용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장애인들이 자유경쟁시장으
로서의 진입과 통합을 막고 있으며,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한다는 등 장애인의 차별적 고용환경과 문제점에 대
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간함. 이 보고서를 통해 Protection and
Advocacy 네트워크에 가입된 단체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서비스 제공자들
과 공무원들과 장애인들이 조금 더 통합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 것을 주장함. 또한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 and the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RSA) 두 기관들은 장애인들의 통합고용의 중요성에 대
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음
○ 버몬트 주의 DAIL(Disabilities, Aging and Independent Living)’s 발달장애서
비스국(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Division)에서는 직업재활국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고용을 통해 장애인이 개인에게 맞는 지원과 적합한 잡매칭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노력으로 버몬트주에서는 장
애인이 보호작업장 진입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일자리와 멀어지게 하는 분리고용과
는 거리가 생기도록 하였음. 이렇기 때문에 버몬트주에서는 지난 30년간 보호작
업장을 꾸준히 닫는 노력을 해왔음. 다른 주에서는 보호작업장을 늘려가며 직업
재활의 가장 최선이라 주장하였으나, 버몬트 지역사회 주민들이 고용에 있어 평
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결국 2015년 버몬트의 발달장애 서비스를
받은 이들 중 47%가 지원고용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으
며, 발달장애 서비스를 받은 이들도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잘 매치된 일을 통해
성취감을 많이 느낀다고 함
○ 1999년 미국 대법원에서는 보호작업장이 인력들을 분리시키며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위반한다고 판결을 내림. 10년 동안 이
판결에 따라서 변화들이 일어났지만 2009년에는 법무부에서 더욱더 이러한 법안
을 강력하게 주정부가 수행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보호작업장에서는 비장애인
을 고용현장에 함께 고용했고, 이를 통해 보호작업장은 서비스가 아닌 비즈니스
형태들이 되어감
○ 한편, 2019년 미국에서는 경쟁고용으로의 전환법(TCE)을 통해 장애인에게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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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이하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노동기준법에 의해 발급되던
최저임금 이하 지급 인증서(14(c) certificates)를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
기로 하였음.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동안 주 전역에 걸쳐 장애인 고용서비스 제공
체계의 강화 및 개선을 위해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주정부가 14(c)에 의한 최저임금 이하를 받을 수 있다고 권한을 부여받은 장애
인 모두를 개개인의 경쟁력 있는 통합 고용을 지원하는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경쟁력 있는 국가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 것
-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 주에 위치한 현재 14(c)에 의한 최저임금 이하를
받을 수 있다고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경쟁적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쟁적이고 통합된 고용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모델을 전환할 것
- 노동부(DOL)의 신규 14(c)에 의한 최저임금 이하를 받을 수 있다고 권한을 부
여하는 것을 즉시 동결하고, 직원들이 연방 최저임금을 받을 때까지 6년간 기
존 14(c) 이 권한 부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
-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t: TA) 센터를 구축하여 전환지원금을 받지 못한
기업도 경쟁력 있는 통합고용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것

Ⅲ.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및 유관기관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
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
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과 직업재활시설 유관기관인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의 종사자임
- 근로장애인은 지역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조사가 가능한 직업재활시
설을 연구진이 직접 섭외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장의 조사 동의를 받아 대면조
사를 실시함.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사참여에 동의
한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장애인이 근무하는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지역 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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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구 기준)의 유관기관 종사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직업재활업무(지원고
용, 직업평가,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진로·직업교육 등의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 근로장애인은 직업재활시설 이용 경험, 다른 기관(사업장) 근무경험, 일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유관기관 종사자
는 직업재활시설과의 관계, 직업재활시설 기대 역할, 직업재활시설 향후 개선 방
안 등에 대하여 질문함

2. 조사결과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주요결과는 첫째, 현재 직
업재활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현재 시설에서의 직무 만족은 높은 편으로 나타남. 또한 인터뷰에 참여한 근
로장애인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장(일반사업장)에서 1~3년 정도 근
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업무 속도와 시
간이 지나도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는 업무숙련도에 대한 비장애인 근로자들의
태도, 그리고 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퇴사한 것으로 나
타남. 둘째, 근로장애인이 속한 시설에서는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급여를 받지 않는 훈련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마지
막으로 취업 경험이 있는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이 민간 취업 시장에서의 편견,
새로운 직무 스트레스, 근로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취업에 소극적인 태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유관기관 관계자(직업재활시설과 지속적으로 혹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협업 또
는 연계하는 기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유관기관에서는 직업재활시설과의 협업을 위해 협약을 따로 맺지 않고 공문형태
로 이루어졌으며 협업은 주로 고용 연계를 위한 사업체 방문이나 견학, 직업재활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직업재활
시설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이라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방향과 맞
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한편으로 무리한 경쟁고용시장으로의 진입 보
다는 장애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남.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직업재활시설장(원장)간의 실제 운영 측면에서 교류나 연계, 정보공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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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마지막으로 직업재활시설의 향후
개선점에 대해서는 자체생산품 유무와 그에 따른 매출액 구분을 통한 직업재활시
설 운영 형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선
구매 비율확대, 연계 고용 활성화 등의 의견도 제시됨

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개선 방안
1. 직업재활시설 방향성 정립
○ 직업재활시설의 해외운영 동향과 우리나라의 실정, 또한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
인과 유관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직업재활시설 운영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함
- 첫째,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일터로서 운영되어야 함
- 둘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제공받는 장애인은
근로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부과하여야 함
- 셋째, 직업재활시설 자체 내의 순환구조를 만들되, 가능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고용되어 자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함

2. 직업재활시설 운영 방향성에 따른 역할과 기능 개선
○ 현재의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역할(장애인복지법 시
행규칙 별표5)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음
○ 또한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사업
장이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사실 이러한 두 역할만을 놓고 본다면,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큰 차이
는 없어 보임. 근로사업장의 역할, 즉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경쟁고용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보호작업장은 근
로사업장 보다 최소 근로장애인 수, 최저임금 기준 등을 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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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
로장애인)은 복지서비스가 아닌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부여하고 있음. 이에
보호작업장은 근로사업장과는 차별성을 갖게 하고, 또한 발달장애인을 주 대상으
로 하는 직업적응훈련시설과도 차별성을 갖게 하되, 다소 완화된 이용기준을 마
련하여 가능하면 통합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직업재활시설 운영 방향성에 따라 기존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운영기준에 대한
개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에 대해서는 직업적응훈련
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고,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경우에는 역할과 기능
에 차이를 두고 명시함. 또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장과
직업적응훈련시설은 현행과 동일하고 보호작업장의 운영기준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함
<표 19-1> 직업재활시설 역할에 대한 개선(안)
시설유형 구분

현행

개선안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
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
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
로 통합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
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
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
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
로 통합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
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
설

<표 19-2> 직업재활시설 운영기준에 대한 개선(안)
시설유형 구분

보호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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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최소인원 : 근로장애인 10명

최소인원 : 장애인 20명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하되, 근로장애인의 80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
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유지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통합경쟁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이용장애인의 80퍼센트 이
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
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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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및 반영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직업의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다
음의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함. 첫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 운영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의 場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어야 함. 둘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세밀한 운영현황 조사를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함. 셋
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넷째, 직업재활시
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다섯째, 직업재활시설 이용기준 확대에 따른 지원이 필
요함. 마지막으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교육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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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시범사업
성과분석 연구
나운환, 송창근

요약
본 연구는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사업의 2년 동안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시범
사업에서 지향하였던 방향성의 성과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 적용 가
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찾고,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유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 사업의 실태와
성과분석, 이 사업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시
도에 대한 가능성 분석 및 지속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임. 연구 목적은 첫째, 중증
장애인 고용확대 및 유지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사업의 실태와 성
과를 분석하여 시범사업으로서의 사업 정체성과 성과를 도출하고, 둘째,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
유형 사업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사업,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분석하며, 셋째,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지속여부와 지속 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행정적 지원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연구결과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시범사업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시범사업 성과분석 3개
기관 중 2년 동안 사업을 실시한 기관은 1개, 1개 기관은 8개월, 1개 기관은 2019년 실적이 없어서
성과분석에 제한이 있지만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사업이나 일자리사업과 연계과정에서 안정적
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의 이용대기자들에게 고용기회
제공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고용의 질도
통합고용과 직무유지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적합 직무탐색과 현장훈련(Job Tryout)을 통한 안정적인
통합고용 기회제공이라는 목적을 제한적으로나마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를 토대로 이 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체계적인 사례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
체계에 따른 서비스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과 훈련지원인에 대한 지속
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시장조사와 지원을 통한 직무개발 노력이 필요하고 적합 직무(과
업)나 직무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의 설정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장이나 사업주에 대한 지원방안들도 보다 폭넓은 검토가 필요함. 셋째, 훈련지원인의 자격기준을 직무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적절한 보수체계를 확립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현장훈련 이용
자들의 훈련 수당, 훈련기간의 유연성, 목표나 실적에 대한 유연성 등 사업 방법 개선 필요, 다섯째,
지역사회 재활기관으로 이직 시의 경력인정이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 등을 통해 전문인력관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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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 첫째,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및 유지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중심 직업재활
센터 [나]유형 사업을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자에게 적합한 진로 및 직무탐색 - 이
용자 개인별 고용계획 개발 - 개발된 고용계획에 기반한 교육과 훈련기회 제공
(교육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 - 직무개발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취업 후 적응지도 – 직무지원인 선발과 교육 – 지속적인 지원방안과 수단 등에
대한 정체성 확인과 이 사업의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시범사업으로서의 이 사
업 정체성과 성과를 도출함
○ 둘째,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사업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사업,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분석함
○ 셋째, 상기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지속여부와 지속 시 활성화를 위
한 사업과 행정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관련 국내·외 유사 프로그램 분석과 [나]유형 사업의
운영현황분석
⋅ [나]유형 시범사업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성과분석
⋅ 시범사업 연계에 대한 시너지 효과분석
⋅ 지속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도출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사업의 유사 프로그램 현황과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의 행정자료들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이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프로젝트 서치(Project Search)
와 같은 현장훈련 혹은 발달, 중복,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Bridges from
School to Work program, Landmark College Works, Neurod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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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ing Initiative, Empire Beauty School,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Why
the Australian Defence Organization Is Recruiting Cyber Analysts
on the Autism Spectrum?, UD and JPMorgan Chase Collaborate to
Offer Undergrads with Autism Opportunities for Success, The
Roim

Rachok(Looking

Internship

Program,

Ahead)

program,

Philadelphia

Freddie

Neurodiversity

Mac

Autism

Center

of

Excellence(CoE) 등과 영국의 Supported internships Programs 등의 유
사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함
⋅ 이용자 개인별 진로 및 적합 직무 탐색과 배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하여는
지원고용 프로그램과 맞춤형 고용 프로그램에서의 직무지원 프로그램과 방법
들에 대한 국내·외 실태들을 비교·분석하여 현황 분석을 위한 조사표를 설계
하였으며, 행정자료의 경우는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사업의 매뉴얼
과 이 사업 수행기관들의 사업계획과 실적, 서비스와 관련한 행정자료들을 비
교·분석함으로 이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실태조사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
행기관 3개소를 방문조사하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함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에서 밝혀진 이 프로그램의 중요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며, 사용되는 분석도구는 <표 20-1>과
같이 조사를 실시함
<표 20-1>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구 분

분석요인

기관요인

기관 특성에 대한 일반적 사항 등

프로그램
실태요인

프로그램 기획 과정, 대상자 선발(선발기준 및 방법), 진로 및 적합 직무 탐색을 위한 사정(사정과정
및 방법), 개별화된 고용계획 및 직무개발계획 수립(수립과정과 내용의 적합성 등), 적합 직무에 따른
현장훈련과 인턴십을 위한 사업장 개발(개발과정과 직무분석 내용 등), 직무배치과정 및 직무지원과
지속적인 지원방안(직무배치과정, 훈련지원인 선발과 교육, 지속적인 지원방안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취업과정(취업과정과 근로계약의 질 등), 취업 후 적응지원(시기, 내용 등), 이 사업을 위한 팀 구성과
자원 네트웍 수준, 성과관리 수 및 질 관리 수준, 직업재활사업 혹은 일자리 사업과 연계 수준과 성
과등

활성화
방안

사업 지속을 위한 개선 방안, 고용성과 극대화 방안, 지속적인 지원방안, 기타 사업확대를 위한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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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심층토의(FGI) 실시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분석, 문헌조사를
통해 마련된 이 사업의 정체성과 성과 수준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와 전문
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이 연구목적에 대한 결과도출 후 이 결과
에 대하여 수행기관 실무자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담당자, 연구진이 심층
토의를 실시함

Ⅱ.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사업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 시범사업은 5개 기관이 실시하였으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운영하던 2개 기관이
규정위반과 실적 미달로 중단되고 실제 3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실제 현장방문
대상 사업 수행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
관,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3개 기관으로 이 기관 모두 직업재활사업 수행경험이
있고 모든 수행기관이 유사 위탁사업 수행경험이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의 업무비
중이나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현황조사 결과는 <표 20-2>와 같음

<표 20-2> [나]유형 사업수행기관 사업 현황조사 결과

대상자
선발
과정
사업
현황
적합
직무
탐색

A

B

C

모집홍보와 복지관대기 이용자
를 통한 탐색–초기면접 및 상
담–평가 사례회의–적격결정(표
준화된 기준은 없으며 이용자
혹은 보호자 욕구반영)

모집홍보와 복지관대기 이용자
를 통한 탐색–초기면접 및 상
담–평가 사례회의–적격결정(표
준화된 기준은 없으며 이용자
혹은 보호자 욕구반영)

모집홍보와 복지관대기 이용자
를 통한 탐색–초기면접 및 상
담–평가 사례회의–적격결정(표
준화된 기준은 없으며 이용자
혹은 보호자 욕구반영)

초기면접과 자체평가, 상담 결
과를 반영한 IPE 수립과 사례
회의에서 탐색-초기면접과 평
가도구 적용이 제한적으로 적
용됨으로 IPE직무탐색 제한적

초기면접과 자체평가, 상담 결
과를 반영한 IPE 수립과 사례
회의에서 탐색-초기면접과 평
가도구 적용이 제한적으로 적
용됨으로 IPE직무탐색 제한적

초기면접과 자체평가, 상담 결
과를 반영한 IPE 수립과 사례
회의에서 탐색-초기면접과 평
가도구 적용이 제한적으로 적
용됨으로 IPE직무탐색 제한적

20.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시범사업 성과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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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IPE
수립과
질

초기면접 및 상담-평가-사례
회의-계획수립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기면접과
직업평가의 제한으로 적합직무
제시가 미흡하며 직무수행의
직무조정이나 훈련지원인의 지
원개입에도 영향을 줌

초기면접 및 상담-평가-사례
회의-계획수립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기면접과
직업평가의 제한으로 적합직무
제시가 미흡하며 직무수행의
직무조정이나 훈련지원인의 지
원개입에도 영향을 줌

초기면접 및 상담-평가-사례
회의-계획수립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기면접과
직업평가의 제한으로 적합직무
제시가 미흡하며 직무수행의
직무조정이나 훈련지원인의 지
원개입에도 영향을 줌

직무
개발과
직무
분석

∙ 지역사회 시장조사–고용주 ∙ 지역사회 시장조사–고용주 ∙ 지역사회 시장조사–고용주
접촉–작업현장관찰–직무분석
접촉–작업현장관찰–직무분석
접촉–작업현장관찰–직무분석
과정으로 직무개발과 분석
과정으로 직무개발과 분석
과정으로 직무개발과 분석
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작업현장관찰에서 적합 직 ∙ 작업현장관찰에서 적합 직 ∙ 작업현장관찰에서 적합 직
무(과업)에 대한 분석이 구
무(과업)에 대한 분석이 구
무(과업)에 대한 분석이 구
체적이지 못하고 작업장의
체적이지 못하고 작업장의
체적이지 못하고 작업장의
문화적 수준, 고용주, 관리
문화적 수준, 고용주, 관리
문화적 수준, 고용주, 관리
자, 동료근로자 장애인식과
자, 동료근로자 장애인식과
자, 동료근로자 장애인식과
태도 관찰이 제한적
태도 관찰이 제한적
태도 관찰이 제한적
∙ 직무분석과정에서 과업분석 ∙ 직무분석과정에서 과업분석 ∙ 직무분석과정에서 과업분석
과 직무조정에 대한 접근이
과 직무조정에 대한 접근이
과 직무조정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임
제한적임
제한적임

직무
배치

∙ 이용자와 부모욕구에 의존 ∙ 이용자와 부모욕구에 의존 ∙ 이용자와 부모욕구에 의존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수준은 훈련
지속적인 지원수준은 훈련
지속적인 지원수준은 훈련
지원인에 의존
지원인에 의존
지원인에 의존
∙ 이 과정에서 훈련지원인의 ∙ 이 과정에서 훈련지원인의 ∙ 이 과정에서 훈련지원인의
생산성 향상이나 안전관리
생산성 향상이나 안전관리
생산성 향상이나 안전관리
등의 직무조정이 이루어지
등의 직무조정이 이루어지
등의 직무조정이 이루어지
고 있음
고 있음
고 있음

취업

일반고용과 최저임금 이상 등
근로조건 유지하며 사업장 인식
개선교육을 비롯한 지원연계 노
력 중이며 고용률과 직무유지율
은 복지관 직업재활사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반고용과 최저임금 이상 등
근로조건 유지하며 사업장 인식
개선교육을 비롯한 지원연계 노
력 중이며 고용률과 직무유지율
은 복지관 직업재활사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반고용과 최저임금 이상 등
근로조건 유지하며 사업장 인식
개선교육을 비롯한 지원연계 노
력 중이며 고용률과 직무유지율
은 복지관 직업재활사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훈련지원인에 의해 적응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훈련지원인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과
출장 등과 관련한 지원부족으
로 지원에 한계

훈련지원인에 의해 적응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훈련지원인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과
출장 등과 관련한 지원부족으
로 지원에 한계

훈련지원인에 의해 적응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훈련지원인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과
출장 등과 관련한 지원부족으
로 지원에 한계

취업후
적응
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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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성과
관리

인력
수준

A

B

C

지원고용사업, 직무보조인, 장
애인일자리 지원사업과 인력,
사업, 자원을 연계하여 자원의
역할분담과 이를 통한 체계적
인 서비스 시너지 효과가 나타
나고 있으나 직원 인력관리 부
분에서 별도 인력관리로 이직
율이 높아 한계가 있음

지원고용사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과 인력, 사업, 자원
을 연계하여 자원의 역할분담
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
며, 특히 그동안 서비스 한계
가 있어 대기이용자들의 욕구
해결 등의 성과로 연결됨

지원고용사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과 인력, 사업, 자원
을 연계하여 자원의 역할분담
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
며, 특히 그동안 서비스 한계
가 있어 대기이용자들의 욕구
해결 등의 성과로 연결됨

자체 성과관리시스템은 없으나
운영위원회에 자문인력 참여나
직업재활사업 자문위원 위촉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관리
필요

자체 성과관리시스템은 없으나
운영위원회에 자문인력 참여나
직업재활사업 자문위원 위촉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관리
필요

자체 성과관리시스템은 없으나
운영위원회에 자문인력 이 참
여하여 자체적인 성과관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
활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성과
노력도 하고 있음

전문 인력은 장애인재활상담사
를 채용하고 있으며 훈련지원
인은 개발원 자격기준을 준용
하고 있으나 센터 인력관리를
센터 자체적으로 함으로 기존
인력과 정체성 미확립 등으로
이직발생으로 인력수준에 문제

전문 인력은 장애인재활상담사
를 채용하고 있으며 훈련지원
인은 개발원 자격기준을 준용
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짐으로 성과
에 기여하고 있음

전문 인력은 장애인재활상담사
를 채용하고 있으며 훈련지원
인은 개발원 자격기준을 준용
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짐으로 성과
에 기여하고 있음

2. 사업성과 분석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사업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지원사업 유형 중 직업재활센터와 기관 실적을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표
20-3>과 같이 [나]유형 센터의 경우 2019년 실적은 2개 기관 중 1개 기관이 하
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었고 2개 기관 모두 시범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
을 감안하면 [나]유형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는 중증장애인 비율이 높고 이들은
대부분 그동안 수행기관에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었던 자들로 이 시
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회가 제공된 사람들로 분석됨
○ 또한 통합고용(경쟁고용)비율과 직무유지(3개월)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
범사업 기간이 짧아서 6개월, 12개월 직무유지율을 분석하는데 제한점이 있지만
2018년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사업만으로 분석해 볼 때 6개월, 12개월
직무유지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시범사업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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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분석 3개 기관 중 2년 동안 사업을 실시한 기관은 1개 기관이고 1개 기관은
8개월, 1개 기관은 2019년 실적이 없어서 성과분석에 제한이 있지만 시범사업에
서 나타난 결과는 현장중심 [나]유형 직업재활센터 사업은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사업이나 일자리사업과 연계과정에서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의 이용대기자들에게 고용기회 제공
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
며 또한 고용의 질도 통합고용, 그리고 직무유지율도 높게 나타나므로 시범사업
의 목적인 적합 직무탐색과 현장훈련(Job Tryout)을 통한 안정적인 통합고용 기
회제공이라는 목적을 제한적으로나마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 같은
결과는 중단된 2개 기관과 함께 고려하면 기존 직업재활서비스체계 구축 여부가
운영성과를 기대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표 20-3> 직업재활센터와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실적 비교
사업실적
(실인원 기준)

2018년

2019년

중증센터

[나]형센터

중증센터

[나]형센터

중증비율

84.0%

90.3%

83.7%

88.4%

직업상담

384

170
(98/72)*

352

149(297)
(156/141)*

직업평가

202

170

164

132

사업체개발 (업체수)

55

61

53

37

취업알선

176

95

164

91

일반고용

**

46.3%

67.1%

43.5%

44.9%

**

취업확정 (3개월)

84.8%

78.8%

87.0%

93.9%

취업 후 적응지원

193

82

198

70

* [나]유형 센터의 직업상담 인원의 신규인원/대기 이용자인원으로 구분하여 파악한 수치임
** 이 실적은 평균이 아닌 전체실적의 비율임
※ 2019년 [나]유형 센터 실적의 경우, 1개기관(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8개월 수행한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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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문가 의견조사 및 FGI 결과 분석
1. 전문가 의견조사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직업재활 전문가 의견조
사에 응답한 전문가는 100명으로 이들의 근무기관 유형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사업이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을 하는
장애인복지관이 61%인 61개로 가장 많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평가센터, 교수 및 연구원 순으로 응답함. 응답자의 직무는 직업재활팀장이나
현장 직업재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52명으로 가장 많고 훈련지원인이 17명,
원장이나 관장, 사무국장 등 관리자가 14명이며 근무경력은 70% 이상이 1년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20개
성과지표 4점 척도에서 평균 3점 이상으로 응답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
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시범사업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이나 기존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서비스와 연계체계에서 이용자의 독특한 직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너지효과를 중요한 사업의 성과로 설계되었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
견은 연계 성과지표 15개 모두 평균 이상으로 연계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
던 것으로 나타남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시범사업의 지속과 확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도 높은 평균점수로 이 사업은 다른 직업재활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시도로 지속
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문헌연구나 현장 실증조사에서 나타난 훈련지원인의 처우개
선 3.50, 정당한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방안 개선 3.41, 훈련지원인의 배치
확대 3.36, 현장훈련과 수행기관 간의 실적관리 방식 개선 3.33, 훈련생 수당의
현실화 3.31, 수행기관 지정방식의 개선 3.28, 이 사업수행을 위한 매뉴얼의 개
선 3.23, 목표 실적의 하향조정 3.21, 직업훈련 기간의 유연성 확보 3.11, 훈련
지원인 자격기준 개선 3.11 등 모든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사업을 확대하여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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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수행기관의 확대 15%, 훈련수당 확대 15%, [가]형과 [나]형의 역할 재정립
1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수행사업 직업재활센터의 현장중심 직업훈련 기능정립
11%, 훈련지원인 배치 10%, 처우개선 9% 등으로 나타나 사업의 확대와 훈련지
원인 처우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정책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른 직업재활시스템들과 연계시스템 구축이
27%로 가장 높고 사업 확산을 위한 예산확보 23%, 고용관련 고용노동부 정보접
근성 확대 12%, 중증직업재활사업과의 연계 11%로 다른 직업재활사업과의 연계
가 중요한 정책해결과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의 성과와 지속성 여부, 지속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의를 통해 각 사업수행기관별 중간관리자
및 전문인력, 훈련지원인과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간
관리자 등을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먼저, 이 사
업의 정체성에 대하여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직
업재활센터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성과와 연계성 효과에 대하여도 동의하면서 특히, 이 사업은 기존 직업재활서비
스 체계와 연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모든 참석위원들이 강조하고 있음
○ 이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연구 결과 외에 사업장과 훈련 수당에 대
한 지원확대, 훈련지원인의 배치기준 유연성, 실적 조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
점이 개진되었음
○ 이 사업의 지속과 확대에 대하여도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면서 연계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었음
○ 마지막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연구결과 외에도 훈련지원인의 배치기준 조
정, 훈련수당의 현실화 등도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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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및 반영
첫째,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나]유형 사업의 체계적인 사례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 체계
에 따른 서비스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과 훈련지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이 훈련은 단기적 차원의 훈련이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 사업 수행인력 전체가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를 통한 사업추진
이 이루어져야 함.
둘째, 사업주와 사업장이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와 지원을 통한 직무개발 노력
이 필요하며 작업장에 대한 관찰과 직무분석을 통해 적합 직무(과업)나 직무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실
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의 설정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장이나 사업주에 대한 지원방안들도
보다 폭넓게 검토가 필요함.
셋째, 훈련지원인의 자격기준을 직무중심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적절한 보수체계를 확립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훈련지원인의 배치 기준도 이용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유연성 있게 적
용할 수 있는 기준마련도 필요함.
넷째, 현장훈련 이용자들의 훈련 수당을 비롯한 훈련기간의 유연성, 목표나 실적에 대한 유연성 등
사업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다섯째, 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관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재활기관으로 이직 시의 경력인정이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 등을 통해 인력관리가 안정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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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김기룡, 조상욱, 노유현, 이응준

요약
본 연구는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사회·경제적 가
치를 객관화하여 이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내용은 첫째, 본 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 분석
을 통해 유사성 및 차별성 등을 비교분석하고, 둘째,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정성·정략적으로 측정하는
데 화폐화가 가능한 지표의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여 사업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셋째, 활성화
방안 제안과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무 영역을 짚어 사업화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자 함.
문헌연구, 현장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 사회성과 측정, 활성화 방안 제언 등의 단계
로 이뤄진 본 연구의 결과로는 대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
며, 고용성과는 2016년 이후 연간 급여액과 고용인원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
경제적 자립(일자리)과 소득 확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 본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1.24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비용(개소비용)이 초기 1회로 제
한되는 사업의 특성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관련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의 경우, 휴업을 진행한 매장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근로자
근무 형태 변경 등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으나 전체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이 코로나19 전후로 하락하여
본원에서 현금, 물품 등의 지원이 제공되어 크게 도움이 되었으나 향후 근로자들의 근로욕구를 유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병행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을 통해 코로
나19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방안과 함께 신규 직무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직원 맞춤형 교육 및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브랜드 전략
수립 등을 통한 매장의 운영개선, 둘째,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셋째,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례 벤치마킹 및 새로운 직
무 개발 강화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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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사회·경
제적 가치를 객관화하여 이를 제고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 공공·민간 등 연계 주체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연계 시 공공과 민간의
바람직한 협력 구조를 파악함
- 카페의 효율적 운영 등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함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
-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 분석
⋅ 장애인 고용 및 기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카페 및 기타 일자리 창출 사
례를 살펴보고 유사성 및 차별성 등을 비교 분석
- 사회적 가치 비용·편익 분석
⋅ 본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 및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정성적으로 측정
- 활성화 방안 및 제언
⋅ 본 사업의 활성화 방안 제언과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무 영
역을 짚어보고 사업화 가능 여부 검토
○ 연구방법
- 1단계 문헌연구 등을 통한 기초연구, 2단계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한 의
견수렴, 3단계 사회성과 측정 및 4단계 활성화 방안 제언 등으로 구성

21.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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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중증장애인 일자리 관련 연구동향
○ 장애인 고용 관련 선행연구
-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사례연구, 비용·편익분석, 동향 분석 및 패널조사 등
다양한 성과 분석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연구는 2008년 이래 3년마다 이루어
지고 있으며,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함(나운환 외, 2019)

2. 사회적 가치 평가 이론적 배경
○ 사회적 가치 평가 이론
-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이론 중 정성평가 이론으로 IRIS, B Lab
Assessment 등이 있음
- 정량평가 이론에는 SROI, 사회성과인센티브 등이 있으며, 화폐화 이론에는 비
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이 있음
○ 사회적 가치 평가 사례
- 장애인 지원사업 관련 사회적 가치 평가 선행연구
⋅ 장애인 지원사업 관련 사회적 가치 평가 연구로 이준우 외(2019)의 중증장애
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제도의 효과성 분석 연구가 있음
- 공공기관 사업 관련 사회적 가치 평가 선행연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검증한 강은나, 김영
선(2020)의 연구가 있음
- 기타 사회적 가치 평가 선행연구
⋅ 라준영 외(2018)는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개발된 사회성
과 화폐화가치 방법론을 소개하고 장애인 고용성과의 측정지표를 예시로 제시
함. 길현종 외(2019)는 국내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사회성과를 분석하면서,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창출한 사회성과를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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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사례
1. 해외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
○ 대표적인 중증장애인 카페 일자리 사례로 미국의 비티 앤 보우 커피 (Bitty &
Beau’s Coffee)가 있음
○ 타업종 일자리 사례 모두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와 업
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약 75% 이상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임

2. 국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
○ 대표적인 중증장애인 카페 일자리 사례로는 늘봄카페, 스타벅스 코리아 등이 있
음. 중증장애인 대상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대외홍보, 펀딩지원 및 장애인표준사
업장을 기획·운영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기업 대상 협력 구조를 강화함
○ 타업종 일자리 창출의 사례로는 베어베터, 동구밭,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고요
한택시 등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고용
을 유지하고자 제품서비스 질 개선 및 사업 분야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음
○ 국내 타 취약계층을 고용한 카페 일자리 관련 사례로는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
조합이 있음

3. 국내 카페 관련 정부지원사업 현황
○ 국내 카페 관련 정부지원사업에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자활사업, 여성·다문
화,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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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주요
조사 결과
1. 인터뷰 주요 결과
○ 선정기관
- 장애인 고용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계기로 카페를 설치하였고, 커피
의 맛이나 경쟁력 등에서 대체로 만족함
○ 위탁운영기관
-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와 직종 관련 개인 발전에 대한 욕구도 높아, 타
민간 카페로 취업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애
인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염려되나 (매출이)상승될 시, 장애인 근로자의 채
용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짐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초기 지원 외 정기적 관리, 컨설팅 등의 추가 지원을 희망함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카페 명칭
- 카페 명칭인 ‘I got everything’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기관 응답자중 33%, 선
정기관 응답자 중 44.4%, 장애인 근로자 중 42.9%, 고객 응답자의 48%가 ‘괜
찮음’으로 응답함
- ‘별로’라고 답한 응답자는 ‘너무 길어서 부르기 어려움’을 주된 이유로 꼽았음
○ 추가 지원 필요 여부
-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함
⋅ 위탁운영기관의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신메뉴 개발 및 프로모션 행사 지
원, 근로자 복리후생제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선정기관은 홍
보(브랜드, 마케팅) 및 신메뉴 개발, 프랜차이즈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응
답자의 100%가 필요하다고 답함
○ 다자간 협약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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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운영기관 및 선정기관 모두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관계 형성 및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답변이 33.3%였음
○ 내부 목표 수립 및 달성률, 향후 고용 목표 달성 여부
- 44.4%의 위탁운영기관이 내부 고용 목표를 80-100% 달성하였다고 응답함
- 향후 목표 달성에 있어, 위탁운영기관 응답자 77.8%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추가로 고용할 경우 위탁운영기관 42.9%가 연간 1명, 선정기관의
44.4%가 연간 2명으로 응답함

3. 고객 인식조사 결과
○ I got everything 카페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페 만족도와 장애
인식변화 확인을 위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정부대전청사점 및 울주군청점 방문 고객 중 총 127명이 응답하였음
○ 방문 빈도수
- 주 1~2회가 60명(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29명(22.8%)이 주 3~4회로 응
답함
○ 커피 맛과 가격
- 판매하는 커피 맛이 ‘좋음’으로 응답한 응답자 수가 68명(53.5%)으로 가장 많
았으며, 2번째로 가장 많은 답변인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32명
(25.2%)이었음
- 커피 가격에 대한 문항에는 ‘저렴한 편’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65명(51.2%)으
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48명(37.8%)이었음
○ 위치 및 접근성
- 위치 및 접근성에 대한 문항에 ‘매우 좋음’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64명
(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좋음’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48명(37.8%)이었
음
○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및 정의적 태도
- 인지적 태도 및 정의적 태도를 확인하는 문항에서는 5점 라이커트 척도의 1~5
단계에서 인지적 태도는 평균 3.54점(3점: 보통), 정의적 태도는 3.71점(3점:
보통)으로 응답자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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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성과분석
1.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분석
○ 개요
- I got everything 전 매장의 매출 자료 및 고용자료를 정리하고 여러 범주별
교차 분석을 시도함
○ 재무성과 분석 결과
- 연도별 매장 평균 연매출은 2016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연
도별 개별 매장의 평균 월매출은 약 1천만 원으로 나타남
○ 고용성과 분석 결과
- 고용성과의 경우 내부의 운영현황자료 기반, 2020년 상반기까지 개소한 54개
매장의 근무 이력이 있는 총 329명(실인원 기준)을 대상으로 분석함
⋅ 고용성과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총 연간급여액은 17년 665만원에서 20년 1,032만원 수준까지 증가함

2.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회적 가치 측정의 의의
-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과 소득 확보를 넘어 사회 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
- 화폐화 방법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은 일자리의
질과 고용의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타 정책 사업 및 기업의 사회성과와도
정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함
○ 사회적 가치 분석 결과
- 고용성과는 장애인에게 지급된 소득 전체를 보는 방법, 타 중증장애인들의 평
균 소득 대비 증가분을 측정하는 방법, 법정 최저임금액 대비 증가분을 측정하
는 방법,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방법 등 4가
지를 활용하여 측정함
- 가족 삶의 질 개선 성과의 경우, 채용 전후의 장애인 일상지원 투입 시간의 감
소,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가, 장애인 근로자 대상 지출 비용의 감소 등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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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함
⋅ 일상지원 투입 시간의 감소분을 일상지원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총 누적합
계 6.7억여 원의 성과가 창출되었으며, 장애인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분을
측정한 결과, 총 사회성과 값은 13억여 원으로 나타남. 장애인 근로자 대상
지출 비용 감소분의 경우, 조사 결과 1인당 평균 71,429원의 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전체로 환산했을 시 누적 합계 2.5억 원의 성과를 창출
했다고 보여짐
○ 비용·편익분석 결과
- 비용·편익 분석 결과, 비용·편익 비율은 약 1.24로 나타났으며 이는 투입비용
이 초기 1회로 제한되는 사업의 특성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됨
⋅ 투입 비용은 1개소당 평균 인테리어 투입비인 7,000만원의 55개소 분인
38.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편익의 경우 고용성과(중증장애인들이 평균적
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대비 I got everything 근로자들의 증대된 소득분
을 측정한 결과 채택) 25.3억 원, 가족 삶의 질 개선 성과 22.7억 원의 합
인 48억 원으로 추정함
<표 21-1> 비용·편익분석 결과
(단위: 원)

내용
투입비용 (C)

편익(사회성과) (B)

측정값

1개소당 인테리어 투입비 7,000만원 x 55개소

3,850,000,000

고용성과

중증장애인 평균임금 기준

2,537,274,809

일상지원 투입 시간 감소 성과

677,674,650

가구 가처분소득 증가 성과

1,333,524,760

평균 지출비용 감소 성과

257,339,833

가족 삶의 질 개선
성과
소 계

4,805,814,052

순편익 (B-C)

955,814,052

비용·편익분석 결과 (B/C)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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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코로나19 관련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1. 코로나19 관련 피해 규모 및 대처 현황
○ 매출 피해 현황
- 전체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1,150만원 수준에서 450만원 수
준으로 하락하였음
○ 설문 결과 현황 및 대처 방안
-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등을 시행한 기관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
났고, 매장의 운영 축소 또는 근로자 근무 형태 변경 등을 통해 매출 감소와
운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었음
- 코로나19 이후 선정기관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현금, 물품 등의 지원이 제공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2. 코로나19 대응 방안
○ 월별 재정 및 고용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피해 규모가 큰 매장에 차별적
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략을 구축해야 함
○ 매장별 현실적인 장애인 고용 및 매출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도록 해, 목표에
대한 유연한 운용 및 다양한 지원의 활용이 필요함
- 소독방역 지원, 현금 및 물품 지원 등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다양하게 활용
해야 함
○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배달서비스 전환, 이벤트를 통한 판매 촉진 등 코로나19에도 매출을 신장시키
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외부환경에 구애받지 않
는 신규직무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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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
방안 제언
1.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 방안
○ 카페 I got everything 운영 개선 사항
- 관리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
- 직무 관련 전문인력 운용
⋅ 카페 I got everything 카페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 역할의
전문가 운용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각 매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통해, 다양
한 이슈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검증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어야 함
- 사업 운영단계 모니터링 및 관리 역할 강화
⋅ 매장별 현황 파악을 위한 포스시스템 통합,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상시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의 전산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브랜드 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 브랜드의 가치를 담고,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의 브랜드 전략이 타당함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발전 방향
-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 전략 수립
- 사업 성과지표 관리 강화
⋅ 세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사업평가와 성과관
리, 꾸준한 모니터링과 평가 프로세스 체계화가 필요함
-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의 사업 기획 필요
- 좋은 일자리로서의 발전방향 모색 및 평가 필요
-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카페 I got everything의 본사 기능 및 역할의 직접수
행이 어렵다면, 민간 전문기관과의 주체적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함
○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개발 전략
-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례 벤치마킹
- 기존 카페 사업 분야의 새로운 직무 개발 강화
⋅ 기존 카페 사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안에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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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직무를 통해 간접고용 확대도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정책제안 및 반영
공공·민간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음.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관리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 둘째, 매장 총괄 및 재고관리
등 카페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영 전문인력 운영, 셋째,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및 관
리역할 강화, 넷째, 브랜드 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다섯째,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
전략 수립, 여섯째, 사업 세부 성과지표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 일곱째, 당사자 관점에서의 사업 기획,
여덟째, 고용이라는 성과 외로 사회 안에서 어우러지는 ‘좋은 일자리’로서의 발전방향 모색 및 평가
필요, 아홉째,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매장 전문성 및 운영 능력 강화가 있음. 중증장애인 신
규일자리 개발전략으로 첫째, 기존 카페 사업의 가치사슬 내 고용 창출 강화, 둘째,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직무개발노력이 필요함. 셋째, 신규 직무 개발의 장
점과 초기 직무탐색을 위한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어, 어떤 직무를 할 수 있는
지 보다 어떤 전문인력과 어떠한 구조로 일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둔 신규 일자리 사업의 기획이 필
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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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
이인재, 이재원, 김 진, 박혜경

요약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태(2017-2019년)와 사회적 가치 및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동 사업의 종합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타 일자리지원사업의 평가 지표 등의 검토를 통해
추후 활용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일자리사업으로서의 실질적인 성과 유도와 사회적 가치 제
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에 본 연구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방안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인프라 강화, 장애인일자리사업 평가지표 개선,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가
치 활성화 과제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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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배제와 낮은 경제 활동, 저소득에 따
른 장애인 가구의 잠재적 빈곤 위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재정지
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도입되었음
○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태(2017-2019년)와 사회적 가
치 및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동 사업의 종합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타 일자리지
원사업의 평가 지표 등의 검토를 통해 추후 활용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일자리사업으로서의 실질적인 성과 유도와 사회적 가치(지역사회가치) 제고를 위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효과성
을 검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이루
어지며,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 <표 22-1>과 같음
<표 22-1>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문헌 조사

- 선행 연구 검토
- 노인일자리사업 비교 분석
-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 및 실적 분석

실태조사
(설문&FGI)

- 장애인일자리사업 설문조사(2020년 8-10월)
※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협조를 통해 진행
-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FGI 및 결과 분석

전문가 자문

-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전문가 등 3명 이상을 통해 연구 내용 의견 수렴

정책 효과성 및
비용-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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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장애인일자리사업 효과성 분석
-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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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과 실적
1.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
○ 2007년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통합 등을 위한 Able 모델 도입을 통해 시
작되었고, 법적으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의 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
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
시)에 근거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
리사업을 시도해 왔음
○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으로 구분
되며, 사업 유형은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
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
리)로 구분됨

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적
○ 참여자
- 최근 3년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2017년 17,753명에서 2019년 19,778
명으로 3,500명(21%)으로 증가함
○ 수행기관
- 수행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주체로서 시·군·구, 위탁받은
장애인 유관시설 및 민간기관이 담당하는데, 2017년 455개에서 2019년 491
개로 6.6%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규모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일반회계 세부항목 28개 중 예산을 가장 많이 차
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다음으로 예산 비
중이 높고, 예산은 2017년 822억 5,600만원에서 2019년 1,207억 8,700만원
으로 1.47배 늘어남
○ 장애인일자리종합만족도
- 최근 3년의 장애인일자리 종합만족도(100점)는 2017년 85.8점에서 2019년
86.7점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소폭 증가했으며, 일자리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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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특화형일자리가 다른 일자리유형에 비해 3년 연속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Ⅲ. 장애인일자리사업 실태: 설문조사, FGI
1. 양적 조사(설문조사) 결과
○ 수행기관 담당자, 배치기관 담당자, 참여자의 장애인일자리사업 개선점 비교 결
과, 모든 응답자에서 ‘장애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우선적으로 개선
해야할 과제(1순위)라고 답변함
○ 수행기관 담당자는 전담인력배치(2순위)와 고용전이 대책마련(3순위)이, 배치기관
담당자는 참여자의 직무교육(2순위)와 고용전이 대책마련(3순위)이, 참여자는 고용
전이 대책마련(2순위)과 일자리사업 근무환경(3순위)이 동 사업에서 우선해야 하
는 개선점으로 나타남
○ 양적 조사를 통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전담인력 배치 또는 전
담 매니저 제도를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2. 질적 조사(FGI) 결과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긍정적 효과
- 공공성, 공동체성을 찾고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
- 장애인과 지역주민(비장애인)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함
- 참여 기관의 환경을 개선하고 기관들의 고유사업 기능을 강화하며 직원들의 업
무를 분담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보임
- 장애인 일자리 훈련 수당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함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어려운 점은 배치기관 발굴 , 업무과다 및 일자리사업 서비
스 품질 저하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바라는 점은 적합한 근태지침 제공, 연속참여 제한 조건 개
선,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체계 개편을 통한 기초자치단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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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명확화 등으로 나타남
○ 질적 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요구
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Ⅳ.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와 지표 비교
1.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에 법
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 목적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음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시도-시군구를 핵심 전달체계로 두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도, 시군구, 민간수행기관에 전담인력(상근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전달체계와 운영과정을 갖추고 있으면서 장애인일자
리사업보다 30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속해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전담인력의 배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2.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지표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 5개년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입각한 목표치를 성과로 삼아 노인일자리 창출 수
(가중치 0.7), 민간형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살피기 위해 시니어 인턴십 계속 고
용률을 지표(가중치 0.3)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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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노인일자리사업 성과지표별 목표와 측정방법
성과지표

(1)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수(천개)

가
중
치

실적 및 목표치
구분

2017

2018

2019

2020

목표

467

510

640

740

실적

496

544

목표

69.1

93.8

0.7

(2)시니어
인턴십계속
고용률(%)

0.3

합계

1.0

실적

83.0

94.0

94.2

96.0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출처

분야

정부지원 노인
시도별
일자리 창출 수 합산
사업 결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고서
노인일자리시스템 추출)

일반
재정

(시니어인턴십
한국노인
계속고용자 수/참여자
인력개발원
수)x100
사업결과
* 6개월 이상 계속
보고서
고용계약 체결기준

일반
재정

주: 1)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수 목표치 설정근거는 5개년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른 목표치(2022년까지 80만개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산출
에 근거함. 19년: 64만개, 20년: 74만개(10만개 확대)
2) 시니어인턴십 계속고용률 목표치 설정근거는 최근 3년간 중도포기자를 제외한 시니어인턴십 참여자의 계속고용률을 토대로, 2018년 목표
재설정 94.0%(년간 0.2%p 증가), 매년 0.2%p 목표치 설정
자료 : 2020년 성과계획서(보건복지부). 대한민국정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공익활동형) 성과 지표
- 공익활동 성과 체계는 기존에 해오던 자체평가, 확인평가, 교차평가, 중앙현장
평가를 폐지하고 2019년부터 수행기관의 전산실적을 근거한 성과관리로 단일
화함
- 또한, 공익활동 평가를 전산실적에 근거하여 성과관리를 단일화함으로써 평가
중복을 피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Ⅴ.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 가치
1. 재정사업에서 사회적 가치의 의미와 배경
○ 국가정책 혹은 재정사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주요 고려요소로 설정한 것은 공공기
관의 운영과 재정사업에서 ‘경제적 가치’와 구분되는 새로운 정책변수가 필요하다
는 인식에서 시작됨
○ 장애인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식별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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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
립을 지원하여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친사
회적 활동(과정) 및 결과물”로 규정하며 중증장애인 사업과 장애인의 경제자립의
관계에 초점을 맞춤

2. 사회적 가치 실현의 제도화
○ 사회적 가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가치로 설정됐으며, 사회적 가치의 개념
을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
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가치로 설정함
○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한 것은 2014년도부터이고, 2018년 3월에 사
회적 가치를 정부혁신 핵심원칙으로 선정(2018.3.)하고, 정부혁신평가(2018.5.),
지자체합동평가(2018.3.), 공공기관 평가(2017.12.) 등에서 주요 지표로 반영함
○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 가치 TF에서 설정한 사회적 가치는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정책이나 재정 사업에 반영할 경우, 정책대상, 정책운영
가치, 대외관계 등에 해당하는 유형들이 망라되어 규정되어 있음
○ 정부의 재정사업 예산재원 배분 요소, 복권위원회 복권지금 재원 배분과정, 기획재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사회적 가치가 모두 고려 요소로 포함되어 있음

3.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가치 유형
○ 첫째, 참여자로서 장애인 개인과 사회적 가치(인권과 사회통합)
-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개인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의 의미는 사회적 가
치 13가지 하위요소 가운데 ‘인권’부문의 핵심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음
○ 둘째, 사업 운영방식의 사회적 가치(안전, 노동, 환경, 참여)
- 장애인작업장의 안전조치들은 일반 기업 현장의 안전조치를 선도할 수 있음
○ 셋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와 수행기관의 대외관계 요소(상생협력, CSR)
- 장애인들이 사업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포함한 외부 개방성
을 확보하고 공동체 주체로서 자리매김 되기 위한 고려요소임
○ 넷째, 정책대상(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요소
- 장애인일자리사업 자체가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책부문이며, 보완적인 수준
에서 참여자의 건강관리, 일자리의 양과 질 등에 대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음

22.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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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사회적 가치 적용과 측정지표(예시)
구분

기본
요소

정책
·
사업
운영
요소

기관
의
대외
관계

사회적
가치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세부가치들(예시)

측정지표

1.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참여자수, 사업만족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확대 (모든 장애인에게 공평한 노동기회 부여) 부양자(보호자) 만족도

5.사회
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참여자의 성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조건을 갖춘 적격자 중 성별, 장애유형, 연령, 장애유형, 연령, 지역,
지역, 소득수준별 차별 없이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사업추진
소득 수준별 유형

2.안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작업장의 안전관리

4.노동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적절한 보충급여 수준 권리보장,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급여수준, 참여시간
중도 배제 사유

11.환경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장애인일자리 사업 운영과정에서 환경 친화적 사업운영 노력

녹색제품구매실적,
에너지절약 규모,
재활용품 사용실적

12.참여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사업거버넌스 구성,
민주적 의사결정과 외부 참여를 통한 사업운영 방식 개선, 참여 기제 참여자와 기관의 소통
국민참여 실적
확보, 참여 수준 심화

6.상생
협력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조정

작업장 안전사고 건수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액, 지역제품
구매실적 등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
행
지역사회 관계자 참여
10. CSR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지역사회 공헌활동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3. 보건·
복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참여자 건강 수준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장애인보충소득 기여
7. 일자리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 일반 일자리 취업 수
(양/질)
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취업자 임금 수준
정책
대상
(부문)

8.
지역사회
지방자치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해당없음>

9. 지역
경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해당없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13. 기타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
사회통합 인식
(공동체)
3섹터의 지원 및 육성
차별금지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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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설문)
○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평가하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13개의 사회적 가치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가치의 모든 요소
에 대해 응답자들은 적극적으로 인식했고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 가치의 관
계가 밀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Ⅵ. 장애인일자리사업 비용-편익분석
1.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 장애인일자리사업 효과성 평가는 주로 매년 이루어지는 만족도조사를 통해 이루
어지며, 사업목표별 만족도는 2010-2019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4> 장애인일자리사업 효과성 평가
(단위: 점)

사업목표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참여 확대

80.9

87.5

88.0

86.07

86.73

87.65

89.34

88.93

88.96

소득 증진

67.9

73.8

77.4

78.46

82.63

84.86

86.09

87.40

87.58

자립 생활

73.1

77.9

79.2

79.57

81.59

83.45

84.95

85.52

85.65

삶의 질 제고

73.1

77.9

79.2

81.38

83.77

85.62

87.99

87.32

85.92

자료: 각 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고객만족도 보고서

2.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비용편익분석
○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임금소득은 사업 전체 1,207억 8,700만원, 총 참여인
원 1만 9,594명에 대해 1인당 평균 616만 4천원의 임금소득이 이전된 것으로
추산됨
○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비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사업 운영비 6억6,500만원
과 일반형 일자리 74억 3,100만원, 복지형 일자리 31억 6,700만원, 특화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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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14억 900만원을 합산한 126억 7,200만원이며, 결과적으로 1인당 운영비용은
64만 7천원으로 산정됨

3. 성과평가의 개선방안
○ 첫째, 사업목표 체계도를 로직모형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성과관리 전 과정 개선
○ 둘째, 장애인지원과 일자리창출 두 가지 목표 모두를 포함하는 성과관리방식의
종합화
○ 셋째, 지역성을 반영하여 일자리지원사업의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을 파악
○ 넷째,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이나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등 정책대상 다양화를 통한
사업발굴
○ 다섯째, 성과평가의 필요성 공유 및 조직 및 예산 투입을 통한 성과평가체계 고
도화

Ⅶ. 장애인일자리사업 발전방안과 정책제안
1.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인프라 강화
○ 장애인일자리 지원인프라 강화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시급
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의제임
○ 첫째, 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지원조직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민간 일자리영역으로의 전이, 일자리 질
적 개선 등을 위해서는 중앙단위 장애인일자리 지원조직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
하며,지역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지역사회재활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개
발원의 인력을 파견하고, 거점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을 제시함
○ 둘째, 기초수준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전담인력제도 신설이 필요함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지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전담 매니
저제도) 도입하여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수요처(수요자)와 참여자와의 상담을 통
해 욕구와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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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직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얻고 질
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강화하길 제안함

2. 장애인일자리사업 평가지표 개선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장애인일자리사업 평가지표 보완을 위한 제안사항은 다음
과 같음
- 장애인일자리 수는 장애인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핵심 지표로 지속 반영
해야 함
- 신규로 발굴된 일자리의 특성, 확대가능성, 민간기관 연계 가능성 등을 반영한
질적 평가(CSR, 일자리 질, 지역사회 항목)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지표는 사회적 가치 중 인권가치를 반영한 지표로
핵심지표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되어야 함
- 사회적 가치 지표에서도 중요하게 반영되어 있는 안전과 관련하여 장애인일자
리사업 추진과정에서 안전사고 관리부분이 포함되어야 함
- 노동, 환경, 참여 등 정책운영요소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지표를 반영한 평가
지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함

3.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 과제
○ 첫째, 사회정책의 차원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방법 정
립이 필요함
○ 둘째, 사업 운영의 내부과정과 외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천과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사회적 가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핵심 영역 중심으로 중장기적 전략계획
으로 추진해야함
○ 넷째, 사회적 가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이후 구체적으로 성과관리체계에 반영
할 경우, 경제적 가치 지표들과 구분되는 지표관리 방식을 모색해야 함

22.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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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및 반영
첫째,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인프라 강화를 위한 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지원조직의 확대와 장
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지도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제도 신설을 제언함.
둘째, 장애인일자리사업 평가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 수,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신규 사회적 가치 지표(CSR, 일자리, 지역사회, 안전, 노동, 환경, 참
여 등)를 포함할 것을 제언함.
셋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운영과정과 운영주체들이 ‘주체’로서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관리체계를 정립하길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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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편의증진

23.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개정 연구
- 무장애 관련 기준 개정을 중심으로 김인순, 안성준, 류상오, 박서현, 박지영

요약
「문화재보호법」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
를 기본원칙으로 하므로 물리적 접근성을 해결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관련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문화유적지의 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 주변 시설물에 대해 성별·연령·장애 등에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 이에 따라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제도, 선진사례들을 고찰
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개정 방향을 설정함.
문화재 주변 시설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함. 현황 분석 후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개정 사유와 추진방향을 제시함. 문화재 시설물 관련 연구 유사사례 및 관련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문화재를 향유하려는 모든 이용자 관점에서 무장애 개선방안을 제시함. 문화재 및 장애인 편의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지침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연구에 반영함.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및 신구대조표를 작성하고, 문
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개정 방향과 개정(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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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관련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유적지의 접근
성·이용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 주변 시설물에 대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문
화재 주변 시설물에 대해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재의 고품격 가
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에 제정된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재검토하여 무장애 공간 조성의 측면에서 기준을 제안하고
개정에 반영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함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문화재 주변 시설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함. 현황 분석 후
문제점 파악을 통한 개정 사유 및 추진방향을 제시함. 문화재 시설물 관련 연구
유사사례 및 관련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문화재를 향유하려는 모든 이용자 관점
에서 무장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
침 개정 추진방향 및 개정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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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개정 연구
- 무장애 관련 기준 개정을 중심으로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 고찰

법제도 및 사례 고찰

이론적 고찰

법제도 고찰

사례고찰

문화재 주변 시설물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현장조사

조사 및 분석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항목분석
개선안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개선안 제시

결론

종합 및 제언
[그림 23-1] 연구 흐름

Ⅱ. 법·제도 및 선진사례 고찰
1. 국내 관련법 및 기준
○ 본 연구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정리한 결과임. 본 연구와 관련된 분야로 장애
인 접근 관련 법률, 장애물 없는 환경 관련 법률, 문화재 관련 법률로 구분함
<표 23-1> 연구 관련 국내 법률 및 제도
분류

법률 및 제도명

주요내용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 금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물
없는 환경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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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률 및 제도명

주요내용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지침｣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재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 및
공공
디자인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문화재를 보존하며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2. 국외 관련법 및 기준
○ 문화재 주변 무장애 환경 혹은 무장애 건축물, 무장애 관광환경 관련 일본,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5개 국가의 법률 및 제도, 매뉴얼 등을 검토하였으며, 정리한
결과표는 다음과 같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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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연구 관련 국외 법률 및 제도
분류

법률 및 제도명
-

일본

-

-

미국

배리어프리 신법
｢하트빌딩법｣
｢교통배리어프리법｣
배리어프리가이드라인
사적 등 활용특별사업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특정 공원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성령
도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시설
정비 매뉴얼
중요 문화재를 활용한 사찰지의
배리어프리화
문화재 활용을 위한 장벽 완화
사례집
성곽에서의 장벽 정비 가능성,
장애인 복지와 문화재 보호의
경계를 둘러싸고
역사적 건조물의 세계유산
역사적 건조물 등의 장벽 정비에
대해서
역사적 건조물 등의 접근성 고려

주요내용
사적과 같은 기념물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함.
문화재정원 관람로의 경사와 단차 등에 배리어프리 기준을 수립하여
관람의 용이성을 확보함. 이외 교통시설 및 건축물의 배리어프리화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접근성을 확보함.
접근로

1. 접근로
2. 주차장
3. 통로

출입구

1. 충분한 폭 및 전후면 여유 공간
2. 출입구 단차
3. 안내

1. 통로
2. 안내
관람경로 3. 경사로
4. 계단(핸드레일 포함)
5. 에스컬레이터
휴게공간

1. 공공 휴게공간의 설치 유무
2. 기준에 맞게 디자인된 접근 가능한 휴게공간

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음료대
기타시설 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중전화
3. 임산부휴게시설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변경, 복원, 개축에 있어서 최소 기준을
제안함.
- UFAS Retrofit Manual
- Standards for Accessible
1. 주차장 (ADAAG 4.1.2(5) 참조)
Design: ADA Accessibility
2. 건물과 주차장과의 위치
Guidelines (ADAAG)
3. 접근경사로 – 경사로의 경사도 (ADAAG 4.7참조)
접근로
- National Park Service
4. 접근 가능한 경로 확보
publications, including
5. 경로에서의 장애물 여부(휠체어사용자의
Preservation Briefs
이동가능여부)
Standards for Rehabilitation
1. 1개 이상의 접근 가능한 출입구
- Preserving the Past and
2. 접근 가능한 출입구에 대한 안내여부
Making it Accessible to
출입구 3. 접근 가능한 출입구의 단차여부
Everyone
4. 출입구의 충분한 폭
- Handicapped Access to
5. 출입구 전면의 충분한 여유 공간
Historic Buildings
1. 사이트의 모든 주요 건물입구에서 건물 안으로의
- Making Historic Properties
접근경로 여부
Accessible Preservation Brief
관람경로
2.
출입구에서 32 인치 최소 넓이와 지속적으로
no. 32
최소한 36인치의 여유경로 여부

1) 이건하 외 2인(2012), 성곽문화재 보존환경을 고려한 장애인 편의시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 자료 재구성
서왕우(2010), 문화재의 배리어 프리의 정비에 관한 일본의 사례 연구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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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률 및 제도명

주요내용
3. 모든 공간에서 시각장애인의 지팡이가 장애물을
감지 할 수 있는가
4. 계단 표면의 미끄럼 방지 여부
5. 계단 양쪽의 끊이지 않는 핸드레일 설치 여부
6. 적절한 요구수준에 맞는 안내판(ADAAG
4.30참조)
1. 공공 휴게공간의 설치 유무(실외, 실내)
휴게공간 2. 기준에 맞게 디자인된 접근 가능한
휴게공간 (ADAAG 4.23참고)
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음료대(ADAAG 4.15 참조)
기타시설 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중전화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TDD phone (ADAAG 4.31참조)

영국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역사적 보존건물 및 유적지에 대하여 부분적 파괴가 있을 수 있기에
1995 & 2005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하여 보다 융통성 있는 기준들을 제안
- Guide to the Principles of
1. 표지판과 안내판 / 2. Accessible routes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외부환경 3. 평탄한 지형 / 4. 가로시설물과 조명
에서의
Buildings (BS 7913)
5. 좌석 및 휴식 장소 / 6. 정원과 조경
접근성
- Design of Buildings and
7. 대지주변
Their Approaches to Meet
건물과 1. 주차장 / 2. 주출입구의 접근성 / 3. 단차의 극복
the Needs of Disabled
주변
4. 정문 / 5. 건물순환로 / 6.조명 / 7. 편의시설
People Planning Policy
접근성
8. 피난시설
Guidance Note 15: Planning
and the Historic
Environment
- Easy access to Historic
Buildings
1. 사전방문정보 / 2. 통역정보 /
정보 제공
- Easy Access to Historic
3. 프로그램과 이벤트
Landscapes English Heritage
- Access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Historic
Buildings And Places

호주

- Disability Standards for
Access to Premises
(Buildings), Canberra
- Australian Buildings Code
Board, 2004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 Equal Opportunity Act 1995
- Making a Complaint About
Access to Public Buildings,
2003, Melbourne
- Initiatives on the Acces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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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보전건물의 접근성확보

외부환경
에서의
접근성과
내부
이용시설
의 접근성

1. 주차장과 접근로
2. 외부에서 수직이동–레벨단차가 클 때
3. 건물 내 수직이동– 레벨단차가 작을 때
4. 건물 내 수직이동–레벨단차가 클 때
5. 기존계단 보수 / 6. 사인판
7. 접근 가능한 화장실 / 8. 기존경사로 보수
9. 기존리프트 / 10. 문화적 유산
11. Cultural heritage / 12. 조경

분류

법률 및 제도명

주요내용

Premises Standard,
Melbourne

프랑스

- Tourisme & Handicap
인증제도

장애인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접근성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정보·서비 1. 접근성 확보
스 제공 2. 장애유형(이동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지체 장애,
시각장애 등)별 정보 및 서비스 제공

Ⅲ. 문화재 주변 시설물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접근성과 이용성, 안전성, 인지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접근성 부족 사례) 단차 등으로 접근 불가, 접근로 기울기가 높아 접근 불가,
휠체어나 유모차는 접근하기 어려운 바닥마감 설치, 시설물이 관람동선에 설치
되어 보행장애물로 작용하는 사례 발생
- (이용성 부족 사례) 휠체어사용자 혹은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활동공간
과 이용행태 등에 대한 고려 부족. 예를 들어, 화장실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
지만 실제 이용하는 데에 있어 활동공간이 부족해 사용할 수 없는 사례 발생,
안내소 데스크·공중전화, 휴지통 투입구·음수대 등 설치높이가 적정하지 않음
- (안전성 부족 사례) 차량통제대의 재료가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높
낮이 차이로 추락과 각종 지주시설물로 인해 부딪힐 수 있는 사례 발생

23.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개정 연구 - 무장애 관련 기준 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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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문화재 주변 시설물 문제점 도출 사례
구분

접근성 부족 사례

현황

문제점

- 무인정산기의 높이가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지 못한 높이에 설치됨

구분

- 조경공간 내 바닥재료로 인해 휠체어나 유모차의
접근이 어려움

이용성 부족 사례

현황

문제점

- 매표소가 높은 지대에 설치되어 경사로의
기울기가 높아 이용하기 어려움

구분

- 경사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단차 등으로
휠체어사용자 및 어린이가 이용하기 어려움

안전성 부족 사례

현황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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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택 금속 재료의 사용 및 보행자와 충돌 시
사고 위험이 높음

Ⅳ. 문화재 주변시설 공공디자인 세부기준 개선방향
○ 현황분석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종합하여 개선 내용 및 개선 요지를 제시함. 개선
방향으로 용어 및 문장 수정, 접근성 확보, 이용성 증대, 안전성 확보, 인지성 증
대로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 세부 지침을 정리함
<표 23-4> 문화재 주변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기준의 개선 방향 및 내용

개선 방향

분류

내용

용어 및 문장 수정

애매모호한 문구, 중복 의미의 문장 개선
관련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기준 사용

접근성 확보

장애물 제거, 단차, 기울기, 재질 등 개선 항목

이용성
증대

면적

활동공간(휠체어사용자) 관련 개선

높이

어린이, 휠체어사용자의 눈높이 고려

조작(설비)

휴게의자나 자동판매기 등 조작 관련 개선

안전성 확보

재료, 높낮이, 보행장애물 관련 개선

인지성 증대

저시력, 고령자, 외국인 등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

○ 현 기준은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행사시설의 3가지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항목은 모두 42개 항목으로 구성됨. 그 중 공공건축물의 총 8개 항목 중 7
개 항목, 공공시설물에서는 총 31개 항목 중 19개 항목에서 개선안을 제시함. 개
선안을 제시한 항목과 개선내용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3-5> 문화재 주변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개선안에 대한 항목별 종합표
* 범례 (용어정리 등: 용 / 접근성: 접 / 이용성: 이 / 안전성: 안 / 인지성: 인 )

구분

분류

개념

배치

관광안내소

●

용

화장실

●

인

공공 기념품판매소
건축물 매표소
(8) 관리사무소

●

규모

형태

재료

색채

기타

비고

● 용/접/이
●

이

●

용

●

● 이/인/안 관련법

인
●

용

접

●

용

● 접/이/인 관련법
● 접/이/인

●

용

●

용

주차요금소

●

접

수표시설

● 용/접/이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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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개념

배치

규모

안내판(사인시설물)

● 접/인 ●

휴게의자

● 접/이

그늘시렁(퍼걸러)

●

형태

인
●

용

휴지통

●

접

● 이/인

공중전화함

●

접

●

자동판매기함

●

접

인

●

용

●

●

인

용

●

안

●

용

● 용/접

● 용/접/이 관련법

●

●

안

이

용/이
● /안

●

●

●

비고

접

장애인경사로→경사로

접

인

기타

이

휠체어·유모차보관대

●

색채
●

음수대

공공 광고시설물
시설물 차량통제대
(31)
보호책→보호울타리

재료

●

인

관련법

이
● 인/이

관련법

●

안

관련법

인
●

안
●

용

안전책→안전울타리

●

용

점검용 집수정덮개→
점검용 덮개

●

안

●

안

관련법

우수용 집수정 덮개

●

안

●

안

관련법

●

안

지주시설물

●

안

보안등

●

안

●

용

수목보호대
수목지주대
부속시설 가림막

Ⅴ. 문화재 주변시설 공공디자인 지침 개선(안) 및 결론
○ 상위 과정을 통해 현행 문화재 주변시설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의 개정방향
을 용어정리, 접근성, 이용성, 안전성, 인지성을 중심으로 세부 구분하여 개정안
을 도출함
○ 향후 문화재 주변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이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
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기준의 정착을 위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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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장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및 원칙
제2장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및 원칙
제4조(기본방향)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제4조(기본방향)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같다.
1. ~ 2.
1. ~ 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가 일상에 이어지는 소통하는 디자인이어야 3. 문화재를 모든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한다.
---------.
제5조(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제5조(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은 다음 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와 같다.
1. ~ 4.
1. ~ 4. (현행과 같음)
5. 소통하는 디자인 : 모든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5. 모두를 위한 디자인 : 연령, 성별, 장애여부 등에
있고 편의를 도모하는 범용 디자인으로 누구나 이해할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하는 디자인을 한다.
수 있도록 -------.
6.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별표 1] 문화재 주변 시설물의 종류
(제2조 제2호 관련)
구분

분류

정

안

[별표 1] 문화재 주변 시설물의 종류
(제2조 제2호 관련)
구분

분류

공공 관광안내소, 화장실, 기념품판매소, 매표소, 관리사무소,
건축물 주차요금소, 경비초소, 수표시설 등

공공 관광안내소, 화장실, 기념품판매소, 매표소, 관리사무소,
건축물 주차요금소, 경비초소, 수표시설 등

안내판,
휴게의자,
그늘시렁(퍼걸러),
음수대,
자전거보관대, 휠체어·유모차보관대, 장애인경사로,
휴지통, 공중전화함, 자동판매기함, 광고시설물,
공공 차량통제대, 보호책, 안전책, 경계울타리, 화분대,
시설물 소화시설, 분전함, 점검용 집수정덮개, 우수용
집수정덮개, 수목보호대, 수목지주대, 부속시설 가림막,
지주시설물, 보안등, 경관조명등, 보행등, 벽부등, 공사용
가설건물, 공사용 가설울타리, 이동식 통제책 등

안내판,
휴게의자,
그늘시렁(퍼걸러),
음수대,
자전거보관대, 휠체어·유모차보관대, 경사로, 휴지통,
공중전화함, 자동판매기함, 광고시설물, 차량통제대,
공공 보호울타리, 안전울타리, 경계울타리, 화분대, 소화시설,
시설물 분전함, 점검용 덮개, 우수용 집수정덮개, 수목보호대,
수목지주대, 부속시설 가림막, 지주시설물, 보안등,
경관조명등, 보행등, 벽부등, 공사용 가설건물, 공사용
가설울타리, 이동식 통제울타리 등

행사
임시건축물, 천막시설물, 현수막시설 등
시설물

행사
임시건축물, 천막시설물, 현수막시설 등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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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별표 2]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제9조 관련)

1. 안내판
구분

디자인 기준
∙ 문화재와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배치
<신설>
<신설>
크기
색상

∙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개

정

안

[별표 2]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제9조 관련)

1. 안내판
구분

디자인 기준
∙ 문화재와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되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배치
∙ 안내판은 빛반사, 눈부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을
크기
고려하여 설치한다.
∙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글자색과
색상
바탕색의 명도, 채도, 색상 등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하 지면 제한으로 생략

이하 지면 제한으로 생략

39. 이동식 통제책

39. 이동식 통제울타리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이 요구되는 「문화재 주변 시설
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재검토하여 무장애 공간 조성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안함. 특히 「문
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2장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및 원칙 제4조(기본방향)
에 “문화재를 모든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 제5조(기본원칙) “5. 모두를 위한 디자
인” 항목을 수정·추가하여 세부 개정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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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장애예술공연자를 중심으로 김인순, 안성준, 류상오, 강병곤, 김나현

요약
관람객이 아닌 공연을 준비하는 공연자를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은 아직까지 그 개념조차 논의된 적 없음. 이에 따라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을 중심으로 장애예술공
연자의 시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함. 본 연구에서는 공
연장의 설치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공연자를 대상으로 한 접근성 현황 조사 및 개선 필요
항목을 검토하여 향후 관련 분야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도 조사, 현장조사,
공연자 대상 설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장애예술공연자의 어려움과 공연장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여 향후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조사 결과 장애 유형별 예술공연자가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공연자와 관람
객 공간을 분리 적용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 연구와 검토가 요구됨. 현재 국내 장애인
공연자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크기를 고려한 선행 연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다양한
보조기기들을 고려한 유효폭, 활동공간, 수직이동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장애예술공연자가 공연
하는 데에 필요한 샤워시설, 탈의시설 등 법적 의무사항과 필요성에 대한 법령·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구체적인 편의시설 기준마련이 요구됨. 지속적인 「장애인등편의법」의 세부항목 검토로 장애예술공연
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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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
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BF인증’)
등 법규와 제도적인 정비를 꾸준히 진행해 옴
○ 하지만 관람객이 아닌 공연을 준비하는 공연자를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디자인 환
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그 개념조차 논의된 적이 없음. 이에 따라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을 중심으로 장애예술공연자의 시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
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함
○ 공연장의 설치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공연자를 대상으로 한 접근성 현
황 조사 및 개선 필요 항목을 검토하여 향후 관련 분야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장애예술공연자의 문화집회시설의 접근과 이용성 향상을 위해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 장애예술공연자를 대상으로 현재 공연장에서의 중요한 공간과 요구사항을
파악함
○ 지체·발달·청각·시각 장애의 네 가지 장애유형별 공연자를 대상으로 자문 및 설
문조사를 진행하여 공연장 이용에 대하여 장애유형별로 검토함. 제도조사, 현장조
사, 공연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장애예술공연자의 어려움
과 공연장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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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집회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서론

연구방법 및 필요성

연구의 내용 및 선행연구

이론 및 사례 고찰

관련 제도 고찰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현황조사

국내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본론

설문조사

장애예술공연자 대상 설문조사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향 제시

결론

총괄 및 정리
[그림 24-1] 연구의 흐름

Ⅱ. 장애예술관련 제도와 문화집회시설
1. 국내 제도
○ 본 연구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정리한 결과임. 사회적 환경변화와 법·제도 정
비를 통해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변화하는 것을 문헌조사를 통해 발견함. 다만, 「장애예술지원법」의 하위법령이 제
정·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1)

<표 24-1> 연구 관련 국내 법률 및 제도
분류

법률 및 제도명

주요내용

「헌법」

제11조 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함. 또
한, 전문, 제9조에서 문화와 관련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구체화함.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
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
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명

장애
예술

1) 본 연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장애예술지원법」의 시행령(2020. 12. 10.)과 시행규칙(2020. 12. 14.)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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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률 및 제도명

주요내용
기함.

제3조 2항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건,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규정함.

「문화기본법」

제1조(목적)에서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기
본이념)에서 모든 국민이 문화표현과 활동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함. 제4조(국민의 권리)에 의거 “개인의 문화표현과 활동이 성별, 종교, 인종, 세
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차
별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권)를 가진다”라고 명시함.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
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함.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
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
증진에 관한 법률」 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
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기함.

장애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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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
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
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기함.

「장애인복지법」

제3조(기본이념)에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는 전제를 두고, 제4조(장애인의 권리)에
서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
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8조(차별금지 등)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
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문화생활에서의 차
별을 받지 않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 사업
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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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률 및 제도명

주요내용
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

「장애인등편의법」

문화
집회
시설

제1조(목적)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
표1에서 그 대상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공연장(관람석의 바닥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성의 공연장(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함.

제1조(목적)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
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활동 지원에 관한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
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
법률」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
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국외 제도
○ 문화집회시설 및 장애인의 예술 향유 관련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6개 국가의 법률 및 제도를 정리한 결과표는 다음과 같음
<표 24-2> 연구 관련 국외 법률 및 제도
나라

법률 및 제도명

주요내용

영국

「평등법」
(Equality Act)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평등법에 기반하여 장애예술전문자문위원회(Disability
Reference Group)를 구성, 체계적인 장애평등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을 수립하여 시행함.

미국

「미국장애인법」
(ADA)

미국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모두를 위한 사회’(Society for All)를 만든다는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NEA(국가문화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하 NEA), NADC(National Arts and Disability
Center), VSA(Very Special Arts)의 세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함.

호주

「장애인포용법」
(Disability
Inclusion Act)

호주 장애인 예술운동으로 인해 1980년대 크게 성장하여 관련 정책을 재정립하
고 ｢장애인 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s Act, 1986)이 제정됨. 그 이후｢장애
인 포용법｣(Disability Inclusion Act, 2014)이 198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장애
인 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 Act 1993)’을 대체함.

24.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예술공연자를 중심으로 -

257

나라

법률 및 제도명

주요내용

헌법

서문에 문화 접근성의 평등을 명시하는 등, 문화권리를 시민권의 일환으로 인정함.

「장애인의 기회와
권리 균등 보장,
참여와 시민권을
위한 법률」

장애의 정의 도입 및 장애인의 교육권, 직업적 편입 보장, 문화 접근성 강화, 관련
정보 전달체계 개편 등의 내용 명시함. 프랑스 장애인 문화 접근성 관련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었지만, 문화예술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 및 장애수당 지급
등, 접근성 저하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이 주로 구성됨.

「르노트르법」

지역단위에 새로운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 권한을 명확
히 함. 장애인 문화 접근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
고 및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함.

프랑스

「창작의 자유, 건축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창작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재 접근성을 증진하며, 건
및 문화재 관련
축 관련 예외규정 적용을 통해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과 도시계획의 질을 높이
법률」
기 위함.

독일

「장애인평등법」

｢장애인평등법｣제1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제거 및 방지하고, 장애
인의 사회생활에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함. ｢장애인평등법｣제4조에서 장애인이 특별한 어
려움 없이 그리고 외부의 도움 없이 건축 등의 시설물, 교통수단, 기능적 도구, 정
보처리체계, 청각적 및 시각적 정보원, 의사소통수단 및 기타 그 이외의 생활시설
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의 장해물을 제거할 것을 선언하고 이를 국가와 사
회의 책무로 규정함.

일본

「문화예술진흥
기본법」

2001년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제22조(고령자, 장애인등의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에서 “국가는 고령자·장애인 등이 실시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충
실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행하는 창조적 활동, 공연 등으로의 지원하고 또한,
환경을 정비하고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함.

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 본 결과,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
설은 대부분 관람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예술공연자가 공연하는 데에
필요한 샤워시설, 탈의시설 등은 의무사항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연자 공간에 대해서는 장애예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예술인에게도 공연자 공
간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예술공연자를 위한 공연자 공간에서의 전수
조사와 현행 법령 및 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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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태조사·설문조사 및 FGI를 통한 분석
1. 실태조사
○ 공연장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관람객과 공연자의 공
간(각각 구분)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표 24-3> 편의시설 종류별 공간 및 공연자공간의 세부시설
세부시설

편의시설 종류

세부시설

공간계획

매개시설

-

-

휴게실

편의공간

주출입구
장애인주차구역
출입문

분장실, 메이크업, 헤어룸

통행로
계단
공연장에서의
편의시설
종류별 분류

대기실
내부시설

분장실
메이크업, 헤어룸

경사로

대기실
승강기

사전준비 및 무대도구를
위한 공간

회의실
샤워실/예비실

위생시설

배우들을 위한 공간

위생시설

디렉터를 위한 공간

락카룸/탈의실
화장실/샤워실

편의공간

안내시설

안내시설

-

-

관람석

기타시설

무대

배우들을 위한 공간

○ 5개의 공연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조사한 공연장들은 관람객들의 공간
과 장애예술공연자의 공간에 대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
분의 공연장에서는 관람객 중심의 접근성이 우선인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법규 준수여부와 공연자 중심에서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는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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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실태조사 결과
공간계획

세부시설
구

공연장A

분

공연장B

공연장C

공연장D

공연장E

법규 공연자 법규 공연자 법규 공연자 법규 공연자 법규 공연자

주출입구

◉

△

◉

◉

△

△

◉

◉

◉

△

장애인주차구역

◉

◉

-

△

△

△

◉

◉

◉

△

출입문

△

△

△

△

△

△

△

△

◉

△

통행로

◉

◉

◉

◉

◉

◉

◉

◉

-

△

계단

△

△

△

△

◉

△

◉

◉

△

△

경사로

◉

△

◉

◉

-

-

◉

-

-

△

편의시설
종류별
분류

승강기

◉

△

◉

◉

◉

△

◉

◉

◉

△

위생시설

△

△

◉

◉

△

△

◉

△

△

△

안내시설

-

◉

-

◉

-

△

-

-

-

△

관람석

◉

◉

-

-

△

△

◉

◉

◉

◉

무대

◉

◉

-

-

-

△

◉

◉

◉

△

분장실, 메이크업,
헤어룸

-

◉

-

△

-

◉

-

◉

-

△

대기실

-

△

-

△

-

△

-

◉

-

◉

회의실

-

-

-

△

-

-

-

◉

-

◉

공연자
공간

샤워실/예비실

-

-

-

◉

-

-

-

◉

-

◉

락카룸/탈의실

◉

◉

-

△

-

△

-

△

-

◉

휴게실

-

-

-

△

-

◉

-

◉

-

◉

※ 범례: 우수: ◉, 미흡: △, 미해당: -

○ 법규에 대한 준수여부도 검토하였으며 공연자 중심에서 전수조사와 실태조사의 차이에
대한 세부시설을 아래와 같이 구분함
<표 24-5> 법규와 공연자 공간의 편의시설 차이
법규 - 공연자
공간 차이
3개소 이상
2개소
1개소
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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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설
편의시설 종류별 분류

승강기

공연자 공간

대기실, 락카룸/탈의실

편의시설 종류별 분류

경사로, 안내시설

공연자 공간

무대, 분장실, 메이크업, 헤어룸

편의시설 종류별 분류

주출입구, 장애인주차구역, 출입문, 통행로, 계단, 위생시설

공연자 공간

회의실, 휴게실

편의시설 종류별 분류

관람석

공연자 공간

샤워실/예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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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편의법｣에서 편의시설은 건축물 단위로 적용되지만, 공연장의 경우
관람객들의 공간과 장애예술공연자의 공간의 명확히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관람객
공간과 공연자 공간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각각 적용해야 함을 도출함

2. 설문조사
○ 실제 문화집회시설 현장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필요성과 현장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
○ 조사결과를 통해 영역별 중요도 평가에 대한 IPA 분석을 진행함. 사후 검증 및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 IPA분석을 통해 만족도와 중요도의 평균 값을 기준으로 유지관리지속영역, 중점
개선영역, 소극적 관리영역, 만족도 제고 영역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함
○ IPA 분석결과 장애유형별로 중점개선영역을 도출함. 시각장애는 장애인주차, 층
간이동, 경보피난설비, 사전준비공간, 스태프공간, 기타편의공간, 청각장애는

출

입문, 내부통로, 내부계단, 층간이동, 화장실, 배우공간, 사전준비공간, 기타편의공
간, 지체장애는 엘리베이터, 사전준비공간, 스태프공간, 기타편의공간, 발달장애는
경보피난설비, 배우공간, 사전준비공간, 기타편의공간으로 나타나, 공통적으로 사
전준비공간과 기타편의공간을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6> BF요인에 따른 장애유형별 IPA분석
장애유형별 IPA 분석

BF요인

시각장애 장애인주차, 기타편의공간, 층간이동, 경보피난설비, 스태프공간, 임산부휴게공간, 사전준비공간
중점개선
요망

청각장애 출입문, 층간이동, 기타편의 공간, 내부계단, 배우공간, 화장실, 안내시설, 내부통로, 사전준비공간
지체장애 엘리베이터, 사전준비공간, 스태프 공간, 기타편의 공간
발달장애 경로피난설비, 배우공간, 사전준비공간, 기타편의 공간
시각장애 출입문, 내부통로, 엘레베이터, 무대, 안내시설, 배우공간, 접근, 관람석, 화장실

유지관리
지속영역

청각장애 경보피난설비, 접근, 무대, 장애인주차, 관람석, 엘레베이터, 매표소
지체장애 관람석, 무대
발달장애 접근, 무대, 화장실, 관람석, 안내시설, 엘리베이터, 장애인주차
시각장애 매표소

소극적관
리영역

청각장애 임산부휴게시설
지체장애 접근, 출입문, 화장실
발달장애 출입문, 내부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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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IPA 분석

BF요인

시각장애 내부계단
만족도제
고영역

청각장애 스태프 공간
지체장애 장애인주차, 내부계단, 층간이동, 안내시설, 매표소, 임산부휴게시설, 경보피난설비
발달장애 임산부휴게실, 매표소, 내부계단, 층간이동, 스태프 공간

3. 전문가 심층인터뷰(FGI) 조사
○ 장르별 예술가, 공간디자이너, 장애-비장애 협업창작 프로젝트 기획가 등 다양한
장애 예술관련 전문가 8명의 심층 인터뷰를 2회 실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현재 장애예술공연자의 공연방법과 현황, 공연장의 문제점과 요구(장애유형별, 예
술유형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함
○ FGI 결과, 각 장애 유형별로 공연자 공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언급했으며, 공통
적으로 공연장 섭외 시 공연장 접근 관련 DB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행사관계자, 수어통역사, 디렉터 등과의 여러 소통이 단절되어 소리, 빛 등 복합
요인으로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휠체어사용자가의 경우 공연할 수
있는 곳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Ⅳ. 결 론
○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공연자와 관람객 공간을 분리 적용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 연구와 검토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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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7>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2의 공연장 의무설치 편의시설 종류
편의시설

매개시설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대상시설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출 복 계
화장실
욕 샤 점 유 경
입 도 단
실 워 자 도 보
구
또 대 소 세
실 블 및 및
(문)
는 변 변 면
· 록 안 피
승 기 기 대
탈
내 난
강
의
설 설
기
실
비 비

그 밖의 시설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공연장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의 의 의
무 무 무

의
무

의 의
무 무

문화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의 의 의
무 무 무

의
무

의 의
무 무

○ 현재 국내 장애인 공연자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크기를 고려한 선행
연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다양한 보조기기들을 고려한 유효폭, 활동공간,
수직이동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애예술공연자들의 공연을 위한 휠체어는 기존 휠체어 제원과는 다르며, 그 중 하나의
제원 예시는 다음과 같음. 공연자 공간에서 휠체어 및 보조기기를 고려한 공간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함
<표 24-8> 공연자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제원의 예
A

75cm

G

64cm

B

80cm

H

55cm

C

60cm

중량

13kg

D

31cm

E

38cm

○ 장애예술공연자들이 공연을 하는데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내

24.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예술공연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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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의해 다양한 장애인의 문화생활 관련 지원에 대해 명시되고 있으나 편의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조사가 이행된 사례가 본 연구가 최초임
○ 장애예술공연자가 공연하는데 필요한 샤워시설, 탈의시설 등에 대한 법적 의무사
항 및 필요성에 대한 현행 법령 및 제도가 없는 실정임. 향후에는 국내 「장애예
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0.6.) 및 그 하위법령의 시행
(2020.12.)을 통해 장애예술공연자들이 공연하는데 필요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편의시설 기준마련이 요구됨. ｢장애인등편의법｣과 함께 세부항목 검토를 통해 장
애예술공연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정책제안 및 반영
본 연구는 문화집회시설에서 장애예술공연자의 공연을 위한 공간과 접근성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필요 항목을 검토하여 향후 관련분야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함. 특히, 국내 「장애 예술
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을 통해 장애예술공연자들이 공연
하는데 필요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편의시설 기준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언함. 뿐만 아니라 장애예술
공연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등편의법」 세부항목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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