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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피커 테릴 (Cathy Ficker Terrill)
(품질 및 리더십협회 대표,
前 미국 대통령 직속 발달장애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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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일본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실제

히로시 카토다(Hiroshi Katoda)
(前 리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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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발달장애인 사회적 지원의 실천과 관점
히로시 카토다(前 리쿄대학교 교수)

１．서문
본 논문에 어울리는 주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한 가지 사건이 있다.
바로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다. 이 대참사로 인해서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그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3기에서 노심용해와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방사능 물질이 대기에 유출되었다. 당시에 부모
님의 집이 재난 지역에 있었는데, 2주일이 지나서야 가족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행히 부모님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지반이 기울고 돌담과 천장 판자가 무너
지는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참사 후 한동안은 매일같이 여진이 인근 지역을 뒤흔들었고, 부
모님과 형제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누군가는 피해 지역으로 즉
시 달려가 도움을 주었을 테고, 생존자들의 안전과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시에 나는 모든 교통수단이 폐쇄되는 바람에 집에도 가지 못
하고 사무실에 발이 묶여버린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다. 센다이의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이
고 피해 지역에 있는 지인들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긴긴 며칠을 보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 지역에 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기부금을 보내고 구호 물품 조달을 돕는 등 나름대로 최
선을 다했다. 우리 가족뿐 아니라 많은 친구와 지인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고, 해안가에 살던
지인들은 쓰나미에 휩쓸려가기도 했다는 소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들려왔다. 대중
매체도 서서히 상황의 심각성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물품이 부족했고, 생명줄과 공동체 연계
가 단절됐으며, 고립과 집단 피난사태가 벌어졌다. 무능한 정부의 행정 능력, 방사능 오염,
도시와 자연의 환경 파괴도 문제였다.
우리는 동료와 함께, 때로는 학생들을 데리고 재난 지역을 수차례 방문했고, 재난의 직접
피해자로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난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매
번 충격을 받았다. 발걸음이 흔들리고 무릎이 떨렸다. 좌절감과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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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간은 거침없이 흐른다.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3년하고도
반 년 이상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의 우유부단한 집행은 여전히 피해 지역의 재건 사업에 걸
림돌이 되고 있다. 이 대참사가 잊혀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후세대에게 대참사의 경험을 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난 감은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재난 피해 지역에
제공되는 지원 유형에 본 논문의 주제인 공존의 관점을 적용하여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짚어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2. 일본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1) 탈시설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의 시행 상태는 관련 법률의 수준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
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장애인기본법인데, 가까운 미래에 시행되면 장애인기본법을 대체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탈시설화(탈병원화) 접근법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실제 현황을 분석했다.
1)
탈시설화(탈병원화)는 ‘시설의 해악 탈피’ 를 추구한다. 탈시설화 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

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진정 정상적인 사회라는 인
식으로 사회 개혁을 통해 장애인에게 정상적 삶을 제공할 것’을 주장하는 정상화 풍조의 확
2)
산”이었다. 여러 연구에서 ‘공동체와 단절된 대규모 집단 거주 시설보다는 소규모 공동 생

활 가정이, 소규모 공동 생활 가정보다는 독립 주거 아파트가 자주적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3)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는 탈시설화 조치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손 료가 말한 ‘시설의 해악’이란 무엇일까? 1960년대 후반부터 스칸디나비아와 북
아메리카에서 탈시설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시설 거주자들의 경험담
이 기록된 문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시설화의 역사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이다. People First Higashi Kurume에서 발간한 <<주거 시설이 아닌 지역 공동체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책 (A Book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r Living in the
Community Instead of in Residential Homes)>>도 그러한 기록을 담고 있다. 거주 시설에서 살
았던 장애인들이 털어놓는 다음의 경험담이 도입부의 포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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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주거 시설에 맡겼어요.”
“나쁜 짓을 한 기억도 없는데, 시설에 보냈어요.”
“그곳은 감옥 같았어요. 모든 것이 통제를 받았죠. 사회로 나가고 싶었지만, 직원들이 허
락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은‘넌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방법을 배울 때까지 기다려.’라는
말만 했어요.”

4)

발달장애인들의 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무게가 실린다. 이들은 사회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주거 시설을 건설하고 지원하는 이들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표현했
다. 하지만 장애인과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 장애인들의 말에 귀담아 듣는지는 분
명하지 않다. 손 료는 일반 직원들이 탈시설화를 시행하면서 ‘내적 갈등을 경험’했고 스스로
탈시설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 주목했다.

5)

탈시설화 과정에서 ‘직원들은 전혀 뜻

밖의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이용자들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비장애인과 장애가 있는 이용자들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했
다……이는 이용자들과 이용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용자 간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용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직원들은 이용자
들의 개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인식이 계기가 되어서 직원들은 이용자들의 개성 표현을
6)

지원했고, 직원들의 직업 만족도도 향상되었다.’

반면에 이용자들은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역
공동체 생활과 독립을 간절히 열망한다. 그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사회로 나가고 싶었어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싶었어요.”
“공동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하면 좋지 않겠어요?”
“공동체로 나갑시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7)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려 노력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발달장
애인들은 지역 공동체 생활이 자립을 뜻한다고 생각하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지원’
이라는 단어가 개입되면, 자립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발
달장애인들은 “무슨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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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인간관계)이
8)

늘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탈시설화는 단순히 시설에서 공동체로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필요한
것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가 시설의 획일화된 대우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이용
9)

자 중심 지원으로 옮겨가야 한다.’

(2) 지역 공동체 생활 서포터의 수준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서포터는 지역 공동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지역 공동체에서의 삶의
질은 제공되는 지원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손 료는 이렇게 지적했다. ‘탈시설화는
지원의 탈전문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방식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서비스 이용자에
10)

게 환원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전문가가 통제하지 않는 지원이란 어떤 것일까? 완벽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기시다가 제시한 ‘지역 공동체 생활 지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접근법’ 여섯 가지 항목
이 매우 유용한 참고가 된다.

1) “남과 달라도 괜찮다.”(진정한 자아를 추구하기 위한 자기결정 의지. 사용자의 만족과 존
엄성 보호가 진정 중요하며, 사용자의 생활방식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2) “공동체 참여를 고집하자.”(삶과 일,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
삶에서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중요하다.)
3) “모두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자.”(슈퍼맨이 되거나 모든 것을 해낼 필요는 없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잘 못하는 일은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두면 된다. 정보에 휘둘리지
말자.)
4) “평범한 사회 경험을 하자.”(장애인은 평범한 사회 경험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사회적
경험을 쌓는 데는 레저 지원이 매우 효과적이다. 자유 시간의 풍요로움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다.)
5) “새로운 것을 창출하자”(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의 창출이야말로 각 개인의 욕구
에 맞는 생활방식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사회에 지원망이 구축되면, 지원의 힘
은 무한해진다.)
6) “지원 역량”(장애인의 지역 공동체 생활 또는 독립 여부는 장애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11)

서포터와 지역 공동체 역량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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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버리고 가시다가 제시한 지원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People First Higashi Kurume의 서포터들이 제시한 아래의 접근법
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발달장애인들은 보통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다. 과거의 아픔을 떨쳐내기라도 할 듯이 자
신의 남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도둑맞은 삶을 되찾기 위해서 일상적 고난과 고독에
맞선다. 발달장애인의 서포터들은 이 운동의 강력한 힘에 고무되어서 모든 측면에서 발
달장애인들과 협력하여 제한적이나마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행복 추구에
12)

기여하고, 장애인이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이 지역 공동체 생활에 스며들고 적용된다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
스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 복지 선진국에서는 많은 장애인이 지역 공동체 내의 일반 주택에서 거주한다. 하지
만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장애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 생
활에 참여하도록 지원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로 이주한 후에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재시설화(미니 시설화)의 위험이 따른다. 시설을 떠난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시설에서 함양하는 관습과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동 생활 가정(그룹 홈)
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집단 거주 시
설에 내재된 구조 문제와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지역 공동체에 그대로 이식하면서, 거주자들
을 계속 통제하고 자기결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이 전통은 단순히 시간이 경과되면서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추세는 장애
인들이 나서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무한히 지속될 것이다. 또
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시설의 관습을 답습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생각과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 내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
하고 로비를 시행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발달장애인의 정책 문제와 지원 성격
을 고려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자 중심의 지역 공동체 생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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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지원 서비스 제공
(1) 지역 공동체에서 개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접근법
개인 서포터의 활동은 성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
축하여 개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보험, 즉 법적 체계를 마
련해야 한다. 이 법적 체계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권리협약’) 제1조에 기반해야 한다.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 및 기본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고취하는 것이다......

13)

또한 다음 제19조도 법적 체계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본 협약의 당사국들은 모든 장애인들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누리면서, 지역 공동
체 안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인들이 이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
고 지역 공동체에 완전히 통합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다
음을 보장해야 한다.

a. 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거주지, 거주 장소, 동거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며, 특수 주거 시설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b. 장애인이 제공받는 재가, 거주, 기타 지역 공동체 지원 서비스에는 지역 공동체 거주와
통합을 지원하고 고립이나 격리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c.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 서비스와 시설은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개방되
14)

며,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다.

권리협약의 제1조부터 제19조까지만 보아도, 일본의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분명해
진다. 제3장 제1절의 장애인통합복지기본법 제안서(이하 기본법 제안서)는 권리협약의 내용
과 완전히 일치한다.
지역 공동체 생활 개념에 기초한 권리협약의 제19조(a)는 탈시설화 촉진과 특수 주거 시설
거주를 강요하지 않을 것을 강력 요구한다. 제19조(b)는 활동 보조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
인에게 지역 공동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제19조(c)는 장애 정
도가 아니라 개별적 욕구에 맞추어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개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실현은 활동지원제도, 성년후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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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자 제도(contact person system)가 핵심 요소인데, 일본의 법은 이런 제도가 전혀 도입
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특히 지적 장애인)의 정책 입안 참여도 전무하고, 장애인기본법의
장애인 참여 조항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는 장애인 차별을 금
지하는 법안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포용하는 법률의 제정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후반부에서 이 항목들을 논의하겠다.

(2) 활동지원제도가 지역 공동체 생활의 핵심
활동지원제도는 영국과 스웨덴 등 복지 국가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일본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91년으로, 아돌프 라츠카(Adolf Ratzka)가 동경과 오사카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 ‘정
상화 현황(Normalization Now)’15)에서 이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다. 라츠카는 활동 보조 서
비스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고, 이는 일본의 장애인들에게 엄청난 영향
을 주었다.
1980년대 중반에 라츠카는 스톡홀름의 동료들과 함께 개발한 활동지원제도를 제안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츠카가 개발한 활동지원제도는 개
별 이용자가 자신의 독특한 욕구에 맞게 직접 서비스를 설계하고, 활동 보조자의 채용, 일정
조정, 감독, (필요한 경우에는) 해고까지 시행하는 것이었다.16) 라츠가가 추구한 방안은 다음
과 같다.17)

1) 집합 주거 단지처럼 주거 서비스와 활동 서비스를 연계하지 않고(즉, 주거 서비스와 활
동지원서비스의 분리) 각 장애인에게 지역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충
분히 제공할 것.
2)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수당을 직접 지급하여, 원하는 활동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1991년 9월, 스웨덴에서 중도 우파 정부가 집권하면서, 이 개념에 관심이 집중되고 법령이
제정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특정 기능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LSS)을 제정했고, 여기에서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복지제도 개혁의 주요 주축이 되었다.
LSS의 제9조 제2목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지원제도 관련 조항이 있다. ‘보조혜택법(1993:389)
활동 보조 시간 이외에도 활동지원서비스나 타당한 금액의 활동 보조금을 제공할 것’18)
이 활동지원제도에서는 장애인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레저나 문화 활동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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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도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그 결과 많은 장애인이 이 제도를 통해서 활동보조인을 고
용했고, 지역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라츠카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직접 지불 방식은 하나의 혁신이었다. 그 덕분에 장애인들은 병원 침대에 갇혀서 하루종
일 텔레비전이나 보는 생활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장애인들
은 직접 지불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지
19))

역 공동체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된 것이다……

또한 LSS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 또는 접근법을 사용하면, 이 활동지원제도를 모든 사람에
게 적용 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예를 들어서, JAG(약 30명의 중증 장애인으로 출발한 스웨덴
의 소규모 집단으로, ‘평등, 조력, 연대’를 의미하는 세 개 단어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들었
20)
다) 의 구성원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 공동체 생활에서 활동지원을 받았다. 활동지

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JAG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현재는 전
국에 지점을 운영하는 국가 조직이다. 게다가 다수의 지적 장애인 단체들은 활동지원제도를
21)

이용해 협동조합 운영을 시작했다.

이 협동조합은 지적 장애인들이 투자자와 이사가 되

고, 직원 채용과 일상 업무 및 활동을 수행한다.
LSS의 최대 장점인 장애인들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가 ‘자립’과 ‘자기결정’에 대한 장애
인들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우리의 규칙 체계와 이해가 사
람의 행복과 자아실현(이용자 중심성, 이용자 자주권, 이용자 통제권=자기결정권)의 방향으
로 주파수를 돌릴 때, 비로소 제도에 의미가 부여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을
진정 도출할 수 있는 활동지원제도는 지역 공동체 생활의 핵심이며, 다수가 아닌 전 세계 모
든 장애인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다행히 자기결정과 활동지원 개념은 새롭게 제정된 장
애인통합복지법(Comprehensive Welfare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개별 복지 서비스
계획과 자율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3) 자기결정 지원 및 소비자 주권
장애인자립지원법(Services and Suppor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은 내용이 매우 새
롭고 중요하다. 선택과 자기결정에 바탕을 둔 개별 지원 계획이 그중 핵심 항목이다. 국가의
법적 체계는 국가의 사회 서비스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에, 공정성과 효율성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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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법률은 한정적 자원인 세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늘 부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 체계가 개선되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고 해도, 관련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그들의 만족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지역 공동체 서비스와 자기 옹호의 시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
22)

다.

장애인과 장애인 서포터들의 전기와 역사, 서포터들의 행동을 다루는 간행물이 매년

새롭게 출간된다.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직접 쓴 간행물을 읽으면 장애인들을 외부로 추방
했던 역사, 우리의 결점과 실수, 편파성과 미성숙, 잔인성 등 수치스러운 과거를 뼈아프게 자
각하게 된다. 우리는 장애인들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읽으면서, 인간의 일과 모든 상황은 반
드시 진상을 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접근법이 있고, 각 접
근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하지만 진실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그렇다면 진실
이 단 하나 뿐인데, 사람들은 그 진실에 이르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왜 평생 그토록 고통
속에서 힘들어해야 할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다시는 그 어느 누
구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단 거주 시설의 해악을 알리고, 집단 거주 시설을 몸서리치
며 거부하고, 지역 공동체 생활을 강력 주장하고, 지역 공동체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왜
그토록 열심히 싸워야 했을까?
발달장애인들이 소비자로서만 존재하던 시대에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시대로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조치는 스웨덴 그룬덴 조직의 개혁이었다. 그룬데 조
직은 ‘2000년 7월에 학부모협회에서 분리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립적 [사회 복지 법인]을
설립했고 2001년 5월 2일부터는 스스로 재정을 확보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채용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의사결정과 경영을 맡고 서포터와 직원
을 채용하는 한편, 언론매체 제작(신문, 잡지, 라디오 프로그램, 웹사이트), 영화 제작, 커피
23)

숍, 오락 사업, 인권 보호, 국제 네트워크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그룬덴의 이사

로 재직했고 지금은 서포터로 활동 중인 안데르스 베리스트룀(Anders Bergström)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그룬덴은 장애인 조직이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모조직에서 독립
하여 장애인 조직으로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는 장애인 이사가 있지
만 권한이 많은 자리에는 저 같은 비장애인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그 다음해부터 깨닫
게 됐죠. 이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건 애나와 데이비드였습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이
구조를 바꾸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처음
에는 월급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면 타 조직의 자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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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거나 다른 자금원을 찾느라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요됐죠. 하지만 결국에는 필
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 것보다는 조직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회원들은 연금과 수당으로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다른 발달장애인 조직이 실제로 하는 일을 연구하고 조사했어요. 하지
만 모범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비장애인들에게만 권한을 독점적으로 주지 않는 새로운 구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
24)

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2005년 1월부터는 조직 운영을 시작했죠.

현재 이사회(그룬덴의 최고 의사결정 조직)는 11인의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
이사와 다른 네 곳의 사무소들을 감독한다. 베리스트룀이 과거 수행했던 운영 기능은 발달
장애인 다섯 명이 서포터 두 명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한다. 따라서 베리스트룀의 권한과 기
능은 발달장애인에게 이관되었고, 그룬덴은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운영하는 진정
한 장애인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베리스트룀은 이렇게 회고했다.

발달장애인 조직이라고는 하는데 정작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장애인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사직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갈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
의 전반적 리더십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아
주 편해졌어요. 제 사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흥미롭고 책임있는 일을 맡을 수 있게 됐
죠. 장애인들에게 일을 맡기는 건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문 컨설턴트를 고
용했고 리더십 교육에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사무실에서 지금은 발달
장애인 둘이 근무하죠. 저는 작은 책상에서 작은 컴퓨터 하나를 놓고 일합니다. 제가 일
하는 방식에는 그다지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직원들에게 일이 생기면 다들
제가 아니라 제 자리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물어봐요. 그 점이 가장 큰 변화죠.
25)

그리고 문서에 서명할 일이 생기면, 이제는 제가 서명하지 않습니다.

그룬덴 조직의 접근법은 일본의 복지, 조직 관리 및 정책 입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소비자로서 기능하는 시대’에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시대’
라는 두 시대는 모두 공존 사회 건설로 이어진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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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하지만 이 논문의 결론을 적으라면,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동정과 애도를 표하고 싶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가족, 친척, 친구, 지인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도 동정과 애도의 뜻을 표한다. 나는 장애인들과 기타 소수 집단에 속
한 사람들이 몸과 영혼에 상처를 입은 채로 고통 속에서 암울한 하루하루을 보내면서, 물자
를 구하기 어려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무게와 고통, 괴로움을 견디며 묵묵히 살아냈
음을 안다. 그들은 대피소와 임시 숙소, 가족, 친구, 친척 집 등의 대피 장소, 직장, 또는 학교
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원치 않게 대규모 거주 시설에 수용되어 오랜 세월 동안 벗어날
희망도 없이 살아온 이른바 ‘이용자’들의 경험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 공
동체 생활’ 대신에 ‘재건’이라는 단어를 대입해보면, 질적으로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재난 피해자들은 1년, 혹은 2년이나 5년, 10년을 기다릴 수가 없다. 그들은 ‘탈시설화’
(대피소와 임시 숙소에서 벗어나는 것)를 간절히 바란다. 지역 공동체에서 살면서, 지역 공
동체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 지금이 그때인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박하게도 기억하는 것뿐이다. 재난 피해자와 재난 지역을 늘 기억해야 한다. 언제나 그들
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 걸어야 한다. 재난 피해자와 재난 지역의 욕구를 인식하고,
그 욕구에 맞도록 계획을 수정하며,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이해를 심화하지 않고는 회복
이나 재건에 필요한 구조를 건설할 수가 없다.
나는 재난 피해자와 재난 지역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의 주제인 탈시설화와 지역 공동체
생활로 돌아가 논의를 요약하면서 글을 마무리지으려 한다. 현재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 지원’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용자 중심의 지역 공동체 지원
에 필요한 기본틀을 구축하며, 모든 사람의 자유와 자기결정을 보장하고, 사용자 참여를 개
선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 정신’의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여
진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하고 그들의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일본
에서 지역 공동체 생활은 아직도 개발 중인 개념이다. 지역 공동체 생활을 실현하고 장애인
들과 협력하여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 공동체 생활
26)

지원을 기본권으로서 포괄 보장하는’

기본틀 구축과 장애인 서포터로서의 접근법이다. 그

런 의미에서 서포터의 업무 평가를 돕기 위해서 마련된 다음의 열 가지 질문에 ‘지원 정신’
27)

이 잘 함축되어 있다.

1. 나는 장애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가? 혹은 내 의견을 강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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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장애인들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가능성을 보는가? 혹은 ‘장애’와 ‘한계’를
보는가?
3. 나는 내 행동과 감정에 대해서 장애인들과 이야기를 하는가?
4. 내 행동 중 잠재적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는가? 혹은 어떤 식으로든
남을 통제하려는 욕구로 인한 행동인가?
5. 내 행동은:
 장애인들의 자존감, 자신감, 자주감을 향상시키고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주는가?
 나에 대한 장애인의 의존을 감소시키는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해할 기회를 높이는가?
 장애인들에게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 해내는 과정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모두 내가 통제하려 하는가?
 장애인들의 조종자로 비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해할 기회를 높여주
는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는가?
6. 내 행동이 존중감을 고취하고 개인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을 인정하는가?(오래 지속되
는 성장은 시간이 걸린다)
7. 내 행동이 장애인들의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정보 및 견해의 취
득과 이해를 돕고 독려하는가? 내가 장애인의 견해에 대한 동조자들을 형성하는 방향
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8. 내가 분노 표출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장애인들이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변화에 분노를 이용하도록 독려하는 행동을 하는가?
9. 다음과 같은 장애인들의 행동이 허용되는가?:
 내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쉬고 있을 때 일을 시키는 것
 내 도움이 필요없으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내 도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나를 권위있는 인물로 보지 않는 것
10. 나는 장애인과 장애인 조직, 서포터들도 다른 사람이나 조직과 마찬가지로, 실수를 저
지르고 문제를 경험하기 일쑤인 허점투성이 인간임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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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복지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장애물 없이 생활하고, 차별을 겪지 않으며, 다양성
을 상호 존중하고, 각자의 독특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자부심을 느끼고, 존엄권과 선택의 자
유권을 누리며,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사회개발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진정
한 복지는 사회 정책, 운동, 지원 활동 및 방법(지식, 역량 개발 등)을 십분 활용한 사회 서비
스와 삶의 방식(의식과 그 의식에서 비롯되는 행동)을 통해 실현된다. 이런 유형의 복지는
모든 사람의 ‘행복’과 ‘정신적 풍요로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 사회 서비스 개혁 운동은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오
늘날 장애인 복지의 주춧돌인 ‘인간의 존엄성’ 및 ‘완전 참여와 평등’ 실현을 추구하는 개념
과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 체계, 복지 서비스의 내용,
사회 참여 지원 및 방법의 성격은 계속 변화를 거듭할 것이다. 설령 이런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노력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
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역 공동체 생활로 전진하는 발걸음이 아무리 느리더라도, 소
비자 주권이 머나먼 일처럼 보이더라도, 그 시대가 결국에는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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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and Ideas regarding the Social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Japan
Hiroshi Katoda (Former prof. of Rikkyo University)

１. Introduction
While aware that such content is highly unusual for this paper, there is one event which I feel
compelled to recor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sunami which occurred on March 11,
2011. This catastrophe left almost 20,000 dead and missing and triggered meltdowns and explosions in three nuclear reactors at the Fukushima Daiichi plant that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
into the atmosphere.Because my family home was located in the disaster area. It took two weeks
to confirm that my family had survived, and, while we were fortunate that the house was still
standing, it had tilted on its foundation, a stone wall had collapsed, and ceiling boards had fallen.
For some time after the disaster, frequent aftershocks shook the area on a daily basis, and the distress deeply impacted the mental state of my parents and siblings.
What were we doing at 14:46 March 11, 2011? I am sure that some immediately went to the
afflicted areas to help, and some prayed desperately pray for the safety of the survivors and a
quick recovery for the whole region. I was one of countless people stranded at work, unable to
return home because all transportation shut down. I spent many long days in anguish, worrying
about my family and friends in Sendai and all the people I knew in the afflicted region, unable
travel to the region for various reasons. Still, I did what I could, sending funds and helping to
procure goods. Piece by piece, I learned that not just my family but also many friends and acquaintances had suffered damage to their homes, some irreparable, and that people I knew who
had lived along the coast had been swept away by the tsunami. Slowly, the mass media revealed
the enormity of the situation—the scarcity of goods, the severing of lifelines and of community
ties, the isolation of some and the mass evacuation of others, the incapacity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radioactive contamination, and the destruction of cities and town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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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nd my colleagues have continued to visit the disaster areas repeatedly —sometimes with
coworkers, sometimes with students, sometimes as members of a family directly impacted by the
disaster. Each time we go, we reel with shock at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Our feet falter, our
knees tremble, frustration and powerlessness weigh down hearts. But time moves on inexorably.
More than three and half years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sunamidisaster, indecisive government spending continues to hamper rebuilding efforts in disaster stricken regions.
We must therefore convey this experience to succeeding generations lest it be forgotten. For this
reason I feel that, even if the content differs, now is precisely the time to superimpose this paper’s theme of coexistence on the types of support extended to the disaster areas and to explore
what we can do now and in the future.

2. Social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Japan
(1) Some issues regarding deinstitutionalization
The quality of a country’s legislation on social assistance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a good indication of the state of those services. In the case of Japan, the
current laws in force are the Comprehensive Welfare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when implemented in the near future will replace the former. In this paper I perform an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regarding the social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deinstitutionalization (de-hospitalization) approaches in Japan.
1)
Deinstitutionalization (de-hospitalization) sought “to escape the evils of institutions,” and the

movement was sparked by the “spreading current of normalization which demanded social reform
that ‘ensured a normal 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t the same time, recognized that a
truly normal society was one in which people lived together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d a dis2)
ability or not.’” The results of various studies “have made it clear that small scale homes as op-

posed to large scale residential institutions segregated from the community, and independent living
apartments as opposed to life in a group home,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self-management.
3)

The results also verified the importance of de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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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what were the “evils of institutions” to which Son referred? And what were the effects on
those involved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undertaken in Scandinavia and North
America from the late 1960s? There is no need to review the history in detail. Many documents
were written on the experiences of residents in residential homes. One of these is A Book for
People withIntellectual Disabilities for Living in the Community Instead of in Residential Homes
published by People First Higashi Kurume. The introduction begins with the following experiences voi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who lived in residential homes:

“When I was a child, I wanted to live with my parents, but they put me in a home.”
“I don’t remember doing anything bad, but they decided to send me to an institution.”
“It was like a prison; everything about our life was controlled. I wanted to go out into society but the staff wouldn’t let me. They kept saying ‘you can’t do anything on your own.’
4)

‘Wait until you learn to do it yourself.’”

These words from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continue to question those who
supported and created residential homes on the grounds of social policy, are weightier than any
others. It is unclear, however, how much those who were striving to shoulder to shoulder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really listened to w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d to say. Son did note
that ordinary staff members “experience inner conflicts” as they implement deinstitutionalization
5)
measures and that they come to demand deinstitutionalization as well. During the process of de-

institutionalization, “as staff repeatedly experience the unforeseen, they begin to see the users as
‘people’ like themselves…and they also come to recogni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mselves as
people without disabilities and the users who have disabilities… This generates empathy for the
users and theenvironment within which they are placed, and also leads to awareness of differences
between the users. By discovering what they share in common, and how they differ from the
users, staff members become aware of the users’ individuality. This motivates them to support the
6)

users to express that individuality and results in work satisfaction.”

The users, meanwhile, although aware that there are staff members who struggle with such
questions in their daily work, have a strong desire for community living and independence. In
their own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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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nted to go out into society.”
“I wanted to decide and do things for myself.”
“It would be better to let us make relationships with people in the community.”
“Wouldn’t it be better to be freely involved in the community?”
“Let’s get out into the community.”
7)

“We’ll try hard, too.”

While we strive to respond to the desir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reality
is still difficult. Community living does not always mean the independenc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magine, and wherever the term “support” is used, there lie many factors that
can become obstacles to independence because the reality (human relations) does not always meet
their expectations of “when I can do something, I don’t have to worry because I can ask some8)

one” or “if I can’t do something I can ask the caregiver to help.”

“Deinstitutionalization does not simply mean moving one’s place of residence from the institution to the community”, but rather it demands that “the users, as of those services must
change from uniformed group treatment to user-centered support based on the individual’s right to
9)

self-determination.”

(2) Some issues regarding the quality of community living supporters
Supporters are indispensable to community living, and the quality of community life changes
dramatical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upport provided. Son stated that “deinstitutionalization means de-professionalizing support. Accordingly, returning choice and control over one’s life10)

style to the user of the services is an important issue.”

But what is support that is not controlled by expert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perfect answer,
but the six points identified by Kishida as “approaches that should be valued in community living
support” provide a useful reference. These are:

1) “It’s all right to be different” (Cling to self-determination in pursuit of being one’s true self.
What really matters is whether the user is satisfied and his or her dignity is protected. To
support the user to maintain his or her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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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sist on being in the community.” (It’s better to experience a certain amount of difficulty
in life and in one’s work or activities. It’s important for there to be problems.);
3) “Don’t worry. Things will turn out all right.” (You don’t have to be superman or do everything yourself. Just do what you enjoy doing and leave the things you are not good at to
those who are. Don’t let yourself be manipulated by information.);
4) “Ordinary social experiences.” (Ordinary social experiences are desperately lacking. Leisure
supports are extremely effective for accumulating such experiences. Enrichment of free time
serves as a barometer of the quality of a person’s life.);
5) “Make what isn’t already there.”(The stance of creating what is lacking is essential for
building a lifestyle that suits each individual’s needs. If we build a network of supports in
society, the power of supports is limitless.); and,
6) “Support capacity” (Whether or not a person can live in the community or be independent
depends not only on the severity of the person’s disability but on the capacity of the per11)

son’s supporters and their community.)

Can we stop seeing ourselves as experts and adopt Kishida’s approach to providing support?
Could we even adopt the approach set forth by supporters of People First Higashi Kurume below?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ek to live as ordinary people; they are pursuing
happiness, for themselves, for their fellows, as if to shake off past sufferings, confronting daily difficulties and loneliness in order to seize back their lives of which they have been
robbed. Supporter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spired by the overwhelming
force of this movement, can contribute to these actions by working with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on every aspect, drawing on their own life experience, however limited,
12)

and suppor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hey search for answers.

If such an approach were to be applied to and come to permeate community living, surely the
nature of soci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and of society itself would
change dramatically.
Many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dvanced welfare states now live in ordinary housing in the
community. The current issue, however, is how to support them to make relationships with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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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nd participate in community life. Without appropriate support after relocation, there is a
danger of re-institutionalization (mini-institutionalization). In fact, if we look at the lives of the individuals who have left institutions, the reality for many is that they have merely changed their
place of residence to the group home where customs and ways of thinking fostered by the institution remain in place. Those involved in support have unconsciously transplanted the structural
issues and concepts inherent to the residential institution to the community, continuing to control
the residents and obstruct self-determination and leaving many problems that still need to be
addressed. This tradition will not simply fade away on its own over time. It is a trend that will
continue indefinitely without being recognized, unless persons with disabilities take action. Those
involved in their support have also internalized institutional customs. We must learn to listen to
the thoughts and wish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and ask ourselves how to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that will lead to the outcome they desire. We also need to make rules and lobby to make
it possible for everyone to live a normal life in the community. We must consider the problem of
polici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nature of support from this perspective
and construct a user-centered system of community living support as soon as possible.

3. In order to provide individualized support
(1) The key approach for providing individualized support in the community
There is a limit to what individual supporters can achieve and therefore a social support system
must be systematically created to provide individualized support. This requires the social insurance
of such support,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framework. The foundation of this
framework must be the first articl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under the “Rights Convention”, which reads as follows:

The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is to promote, protect and ensure the full and equa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by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13)

to promote respect for their inherent dignity…

- 50 -

미래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의 구축

It should also be based on Article 19, which reads: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e equal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 the community, with choices equal to others, and shall tak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to facilitate full enjoyment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this right and their ful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including by ensuring that:
a.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opportunity to choose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where
and with whom they liv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are not obliged to live in a particular living arrangement;
b.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a range ofin-home, residential and other community
support services, including personal assistance necessary to support living and inclusion in
the community, and to prevent isolation or segregation from the community;
c. Community services and facilities for the general population are available on an equal basis
14)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e responsive to their needs.

From Articles 1 and 19 of the Rights Convention alone, it is clear what type of content should
be included in Japanese laws. The Proposals for the Framework of the Comprehensive Welfare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under Framework Proposals) mentioned in Chapter 3
Section 1 were, in fact,precisely the same as the content of the Rights Convention.
Article 19 (a) of the Rights Convention is based on the concept of community living and
strongly demands the promotion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protection from being forcedto live
in a particular living arrangement. Article 19 (b) demand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community support services, including personal assistance. Article 19 (c) demands that these
services not be provided on the basis of degree of disability but rather that society ensures their
provisionon an equal basis responsive to individual needs.
The keys to realizing social inclusion and individualized support, however, would seem to be
the personal assistance system,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e contact person system, none
of which are incorporatedinto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articularly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policy making, a
point which was included in the Basic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failed to function. In
addition, we need to consider not only laws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also laws that encompass and protect everyone who is vulnerable in society.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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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s will, therefore, be discussed below.

(2) The personal assistance system, a key to community living
The personal assistance system originated in the welfare states of England and Sweden, and
was first introduced to Japan through a presentation by Adolf Ratzka at an international symposium entitled “Normalization Now”15) held in Tokyo and Osaka in 1991. Ratzka’s judgment of experts incorporated within the concept of personal assistance was harsh, and the impact this had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pan was immeasurable.
In the mid-1980s, Ratzka and others active in Stockholm presented a proposal for a personal
assistance system and demanded that it be instituted by the government. Conceived by Ratzka, the
concept of personal assistancewas that the individual user must be able to custom-design services
to his or her own and unique needs… and to recruit, train, schedule, supervise, and, if necessary,
16)
17)
fire his or her own assistants. What Ratzka sought was the following:

1) Not linking housing and support services into one bundle as in cluster housing (in other
words, separating housing services and personal services) and providing each disabled person
with necessary and sufficient personal assistance for community living.
2) Personal assistanceallowances directly paid to the consumers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urchase the services from whomever they choose.

It was the birth of a center-right government in Sweden in September 1991 that brought attention to this concept and helped to legislate it. The government began drawing up the 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s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 (hereunder
LSS), and a system of personal assistance was included as one of the pillars supporting reform of
the welfare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personal assistance system was included in
Article 9 Item 2 of the LSS as follows: “help from a personal assistant or financial support for
reasonable costs for such help to the extent that the need for financial support is not covered by
assistance hours pursuant to the Assistance Benefit Act (1993:389).”

18)

Further points worth considering are the facts that the personal assistance system called for direct payment and that it was also applied to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Many people with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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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ies have begun using this system, employing personalassistants to enrich the quality of their
lives in the community. Ratzka had the following to say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Direct payment is a revolution. It allows us to begin a totally different life from that of being
confined to a hospital bed all day watching TV… Through direct payment we are now able
to live the lives of ordinary
19)

citizens…We can live in the community and have a family…

The LSS also declares that the personal assistance system can be applied to anyone as long as
the support or approach is user-centered. For example, members of JAG, a small group that began
with about 30 severely disabled people (the name comes fromthe initials of three Swedish words
20)
meaning “equality, assistance, solidarity”) , use the system to receivesupport from personal assis-

tants for living in the community. By effectively utilizing the personal assistance system, the quality of life for JAG members improved markedly, and JAG is now a national organization with
branches throughout the country. There are also many groups of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that
21)
have used the personal assistance system to start cooperatives. In these groups, people with in-

tellectual disabilities are investors and board directors, hire staff members and undertake daily
work and activitie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conferr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is the greatest feature of the LSS, changed the perspectiv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independence” and “self-determination”. It is only when our understanding and the
system of rules is directed towards people’s happiness and self-realization (user-centered, user sovereignty, user control=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at the system has meaning. For this reason,
the personal assistance system, which can truly lead to independence and self-determin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he key to community living, and it should therefore be applied to not
just to many but to all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world. The concepts of self-determination
and personal assistance were fortunately introduced to the new Act, the Comprehensive Welfare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he planned individual welfare service plan and the self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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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lf-determination support and consumer control
Contents of the Services and Suppor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re unprecedented and
highly significant.One of the key measear is the individual support plan besed on the idear of the
choice and the self-determination. The legal system of a country is the barometer indicating the
maturity of its social services. As such, fairness and efficiency are required. Because the laws are
intimately involved with finite sources of revenue, they do not always match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quality of life for those concerned. Even if, however, the legal system was improved and the quality of life was greatly increased, there would be no way of knowing whether
or not those concerned were satisfied without listening to what they have to say.
Considerable time has passed since people began talking about the “age of community services
and the age of self-advocacy.”

22)

Each year new publications present the memoirs and histor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f their supporters who have worked with them, and reports on
practical actions supporters have taken. Of these, literature written by persons with disabilitiesthemselves makes us acutely aware of our shameful past, of our history of expelling persons with disabilitiesfrom our midst, of our shortcomings and mistakes, our unfairness and immaturity, of just how awful we can be. Through the personal accoun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we learn that we should examine the true nature of any situation and the true nature of
human endeavors. There are many approaches in this world and diverse methods for realizing
those approaches. But there is only one truth. Why is it that people have had to suffer so much
and struggle their whole lives in order to reach and verify that truth when it is one and the same?
Why is it that people must fight so hard to bring to our attention the evils of residential homes,
to reject them with loathing and insist on community living, to find a place in the community so
that no one ever again will have to experience what they were forced to experience?
The measures for the organizational reform of Sweden’s Grunden Organizationalso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moving from the era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consumers to
the era of consumer control. The Grunden Organization “separated from the July 2000 Parents’
Association, and formed an independent [social welfare corporatio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pported by its own financial resources on May 2, 2001. It employed support staff and began to undertake various activities.”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in charge of decision making and management and employ supporters and staff while running var-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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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us enterprises includingmedia production (newspapers, magazines, radio programs, websites),
film production, a coffee shop, recreational activities,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establish23)

ment of international networks.”

The former institution director (now a supporter), Anders

Bergström, shared the interesting account below:

First and foremost, the basis for Grunden is that it is an organ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became independent from the parentsorganization in 2000 and began operating
as an organiz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following year, however, we realized that
while there were people with disabilities on the board of directors, people in the positions of
greatest authority, like myself, were employed. The first to notice this were the directors
Anna and David. Three years ago we decided to change this structure. It took three long
years after that decision to actually change because at first we thought of employing members
with a salary. In order to do that, we needed to spend a lot of time and energy looking for
funding from other organizations and financial resources. In the end, we could not obtain the
funding we needed, and therefore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more important than providing a salary was to change the structure. The members could live on their pension and
allowance. Second, we studied and surveyed what othe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actually doing. But we found no good examples. So we decided to
make our own structure in which authority was not rested solely in people representing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took a long time, but the new organization began op24)

erating in January 2005.

Currently, the board of directors (Grunden’s highest decision making body) consists of eleven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oversee an office director and four other office posts. The executive
functions formerly performed by Bergström are now performed by fiv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re assisted by two supporters. Thus the authority and functions previously invested in Bergström have been transferred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ransforming
the organization into one truly run by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calling that time, Bergström said:

I thought it was strange that even though we called it an organization of persons with devel-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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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mental disabilities, there were no people with disabilities in decision-making positions, and
therefore I thought that I should resign from the job. There was no question about this in my
mind. Rather I felt very relieved because I thought that it would help increase the overall
leadership capacity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resigning, it became possible for many people to take on more interesting and responsible jobs. I had no anxiety about
entrusting the work to them. We hired a professional consultant for that purpose and spent
time and money on leadership training. In the office where I used to work, two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now working. I just have a small desk and a small computer.
The way I work has not changed much since then but if anything happens to the other employees, they now ask the new office members first, not me. That is the biggest change. And
25)

also, when documents need signing, I am no longer the one who signs them.”

The approach adopted by the Grunden Organizationis bound to have a large impact in the welfare field and how to manage an organization and make a policy in Japan as well, and I am convinced that both the “ag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as consumers of services” and
the “age of consumer control” will lead to the construction of a society of coexistence.

4. Discussion

Yet, if I must write something to conclude this paper, I feel compelled to express my deepest
compassion and condolences for the countless victims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sunami, and for their families,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for all those many people who
are related to them in some way. At the same time, I know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belonging to other minorities, lived through it all silently, wounded in body and soul, passing each dark day in anguish, enduring the burden, the suffering, the pain of living, in terrible circumstances, during the period when supplies were scarce, at shelters, in temporary housing, in
new locations to which they had been evacuated, at the homes of family, friends or relatives
where they had taken refuge, in the workplace, or at school. I cannot help but feel that this situation is exactly the same as that which those who are called “users” experience when they live
for years on end with no hope of escape from theresidential institutions to which they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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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d against their will. If we substitute the word “reconstruction” for “community living”,
we can see that they are qualitatively the same. Disaster victims cannot wait another year, or two
or five or ten. They long to be “deinstitutionalized” (de-sheltered, de-temporarily housed…), to
live in the community and to receive the necessary supports that make this possible. Now!What
we can do, and again it is a very small thing, is to remember. We must not forget the disaster
victims we must not forget the disaster areas. We must always keep them in our thoughts. We
must walk with them. We cannot create the structures required for recovery or reconstruction
without recognizing the needs of the disaster victims and disaster areas, adjusting plans to fit
those needs and deepening our understanding of the issues they raise.
Keeping the disaster victims and disaster areas in mind, I will return to the subject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living, the theme of this study, and draw this work to a close by
summarizing the discussion. In order to overcome the many issues it faces, would explore the
meaning of “support geared to the individual” and would take up the challenge of creating the
framework necessary to support a user-centered community, the challenge of ensuring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for all, and the challenge of enhancing user involvement. To do this, we must
first clarify the “spirit of support” so that we can provide supports that are truly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pports that match their individual needs. Community living in Japan
is still under development. The creation of a framework that will “comprehensively guarantee the
support of community living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basic
26)

right”

and the approach we take as their supporters are the keys to achieving community living

and rebuilding community in collaboration with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at
sense, the “spirit of support” is summed up perfectly in the following ten questions, which were
27)

compiled to help advisors evaluate their work.

1. Am I really listening to what self-advocates have to say or am I imposing my point of
view?
2. Do I see the real human growth and potential in self-advocates or do I see “disability” and
“limitations”?
3. Have I checked out my actions and feelings with the self-advocates?
4. Are any of my actions based upon a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or a need to be controlling
in an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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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o my actions:
 ncrease the self-respect, self-confidence, self-reliance in self-advocates and encourage
them to take risks?
 ecrease the self-advocates’ dependence on me?
 ncrease self-advocates’ opportunities to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that affect their lives?
 each people a process for making decisions, solving problem, and doing things on their
own vs. controlling things?
 ecrease the chances that I will be seen as a manipulator?
 ncrease self-advocates’ opportunities to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that affect their lives
 ncourage a positive role for a diverse membership?
6. Do my actions promote respect and recognize individual growth as well as group spirit?
(Lasting growth takes time).
7. Do my actions encourage and assist self-advocates in obtaining and understanding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and different points of view so that people can make informed decisions? Have my actions developed allies for the self-advocate’s point of view?
8. Do my actions recognize that anger is okay and indeed justified in many instances and encourage people to use anger for positive personal growth and societal change?
9. Is it okay for self-advocates to:
 uestion my point of view?
 ork me out of a joy?
 ell me that they don’t need me and can decide on their own?
 ive me negative feedback about what I am doing?
 ot see me as an authority figure?
10. Do I realize that advisors as well as self-advocates and self-advocacy organizations are fallible human beings prone to making mistakes and have problems just like anyone else and
any other organization?

The essence of true welfare, I believe, is to make it possible for all people to live without barriers, without being subjected to discrimination, with a mutual appreciation for diversity, taking
pride in each person’s unique values and way of life, possessing the right to dignity and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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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oice, participating in decision making and enjoying the fruits of social development, and it
is realized through social services and the way we live our lives (awareness and behavior born
from that awareness) while fully utilizing social policies, movements, support activities and methods (knowledge, skill development, etc.). This is the kind of welfare that will lead to “happiness”
and “richness of spirit” for all.
The movement for reform of social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undergone diverse
changes. We are now beginning to see the formation of those concepts and values that are directed at “human dignity” and “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 which are the foundation of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da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ntents of welfare services, the nature of support and the methods of social participation will continue to change. Even if these changes are gradual, it is my ardent hope that these
efforts will contribute to building a society where we can all walk together. Regardless of how
slow progress towards community living may seem, or how distant consumer control may appear,
it is my hope that that era will finally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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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발달장애인 사회적 지원의 실천과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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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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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 일본 발달장애인 사회적 지원의 실천과 관점

일본 발달장애인 사회적 지원의 실천과 관점
최 복 천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１．들어가며
발달장애인은 오랫동안 다른 비장애인들이 당연시하는 일상적인 삶의 기회로부터 박탈되
어 왔을 뿐 아니라, 같은 장애인 진영 내에서도 항상 주변부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타 장
애인들에 비하여 보다 많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장애인 중심으
로 발전으로 되어 온 국내 장애복지제도 내에서 발달장애인이 가지는 특수한 욕구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 우선과제에서 밀려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국제포럼을 통하여 발달장
애인에 대한 지원책무성을 공론화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의 해외 선진사례들을 함께 살
펴보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에 고마움을 먼저 전하고 싶다.
특히, 캐시여사는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조응하는 지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것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개인별지원계획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
근의 발전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칙과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전해주고 있다. 본
토론자는 개인별지원계획을 둘러싼 미국의 주요 특징들을 다시금 짚어보고, 그것들이 국내
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쳐나가고자 한다.

2. 왜 개인별지원계획이 필요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 어떤 대상보다 다양성, 유연성, 복잡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개별적인 장애특성에 따라 그 필요로 하는 지원의 내용과 강도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고, 발달장애인이 처한 서로 다른 환경적 요인에 따라, 그
리고 그들이 생애사적 측면에서 어떠한 과업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지원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획일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다층적으로 파악하여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다 유연하고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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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여사가 소개한 미국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
나는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에서 개발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 지원강도척도(SIS, Supports Intensity Scale)이다.
참고로 지원강도척도는 지원요구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방법으로, 6개의 하위 검
사 안에 생활활동에 관련한 4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자기옹호와 자기결정에
초점을 맞춘 8개의 항목이 보충검사로 되어 있다. 더불어 의학적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거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부정적 혹은 해로운 결과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지원과 관련된 29
개의 추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Thompson et al, 2004). 지원강도척도는 발달장애인이 지
니고 있는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개인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의 활
동에 참여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지원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기능적 측면이 아닌 지원적
요소, 즉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질 때 다른 비장애인이 향유하는 일상적인 삶을 행할 수
있는 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인별 지원계
획 수립이 개별적 요구의 서로 다른 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서비스의 양과 내용이 결정되
는 것이라 할 때,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 근간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의 개발 및 합의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국내적 상황에서 장애등급 혹은 가족 소득에 의해서만 서비스의 양과
내용이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지원 필요성의 정
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SIS와 같이 국내적 상황에서 검증되고 표준
화된 지원강도척도 개발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캐시여사가 소개하는 서비스의 결정과정에서 전착할 필요가 있는 것
은 서비스의 총량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총
량을 얼마만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국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향후 통합적이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적
인 원칙을 살려 ‘서비스 총량(급여총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즉 서비스 총량 내에
서 서비스의 선택과 조합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주제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 ‘개
인별 지원계획’의 수립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면적인 욕구 사정과 결정과정의 참여 등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며, 개인별지원계획의
재수립 기간과 모니터링의 주기에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과정은 사례관리사 혹은 서비스조정자(service coordinator)를 포함
한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된 팀적 접근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양과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공적서비스를 분배하는 절차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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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욕구에 근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의 틀 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단순한 의료적, 신체·기능적 수행능력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지
는 서비스 판정체계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대
한 필요성을 지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지적하여 왔고, 법적으로 이는「장애아동복지지원
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에 각각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이라는 조항으로
명시되었다. 하지만, 전문가적 팀에 의한 욕구 기반의 서비스 판정이라는 전향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를 담당
할 공적인 전담기구 및 인력에 대한 고려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3. 개인별지원계획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은 그들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욕구 기반의 계획이
어야 한다는 점을 앞서 강조하였는데, 이때 욕구는 크게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원하고 선택
하는 삶의 욕구와 원하는 삶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욕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캐시여사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 살아왔던 경험,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바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를 중심으로 놓고 사고할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Thompson 등(2004)은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에 있어서 서비스지원강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개인이
가지는 꿈, 희망, 비전, 삶의 바램 등을 초점으로 하는 인간중심계획(person-centered plan)에서
얻어진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개인
별지원계획의 모니터링 과정도 이를 바탕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
이 제시한 발달장애인의 개인별지원계획 모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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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1: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삶
의 목적과 경험을 판별

구성요소 2: 지원욕구의 강도를 결정
- 지원욕구사정 절차 활용

- 인간중심계획의 활용

구성요소 3: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인간중심계획으로부터 얻어진 정보(예. 꿈, 희망)와 지원강도측정으로부터 얻어진 결
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과 우선순위를 결정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원과 필요한 자원을 판별
- 특정 상황과 행위에 참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원의 유형과 방식을 결정

구성요소 4: 모니터링 과정

원하는 삶의 목적과
경험이 성취된 정도

원하는 삶의 우선순위
가 유지 혹은 변경된
내용

개인별 지원계획이 실
질적으로 수행된 정도

개인별 지원계획의 평가
(필요시 구성요소 1, 2를 재사정)

(Thompson et al., 2004, p. 79)

인간중심계획이 담고 있는 이념과 방법을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문화적, 조직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제공되
는 서비스나 조직의 상황에 발달장애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중심의 실천을 그
들의 선택에 의해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별지원계획이 발달장애인에
게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 전달을 위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이용자가 원한
것인지, 그들이 바라는 삶과 희망을 중심으로 놓고 계획되었는지,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의 참여와 주도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는지 개인별지원계획의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참고 문헌
Thompson, J. R., Bryant, B. R., Campbell, E. M., Craig, E. M., Hughes, C. M.,Rotholz,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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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발달장애인
사회지원 서비스에 관하여

이 미 정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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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발달장애인 사회지원 서비스에 관하여
이 미 정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대학에서 직접 성인 발달장애인을 가르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서 가토다 히로씨 교수님의 발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탈시설화는 단순히 시설에서 공동
체로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 보다는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가 시설의 획일화된
대우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기반 한 사용자 중심의 지원으로 옮겨가야 한다’ 것과 ‘지역
공동체로 이주한 후에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재시설화(미니 시설화)의 위험이
따른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지역 공동체 생활지
원시스템의 구축과 시설의 관습, 즉, 발달장애인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관습이 내재화되어
있는 지원자들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도 깊이 공감한다.
직접 성인 발달장애인은 물론 거주시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보면, 지원자인
직원들은 스스로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구체적
인 지원내용이나 방식을 몰라서 여전히 관리와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즉, ‘단어’로써의 ‘자기결정권’은 인지하고 있으나 지원방법에 있어서 ‘자기결정
권’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발표문 중에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개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활
동 보조 시스템, 성년 후견 시스템, 담당인 지정 시스템이 핵심 요소인데, 일본의 법 제도에
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도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셨지만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활동보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없
기 보다는 오히려 그 제도 안에 발달장애인의 자기선택이나 자기결정권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인다. 활동보조 및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여부와 이용 범
위 등에 대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체계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
호자나 지원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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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사회통합과 개별화 원칙에 기반하고 발달장애인
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발달장애인에게 제공
되는 일본의 사회서비스를 보게 되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서비스 보다는 활동보조나 성년후견인제도와 같이 제 3자가 발달장애인을 지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 3자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에
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발달장애인을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발달장애
인의 능력은 비장애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원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인간’으로써 보는 관점에서 출발해 발달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욕구에 따라 잠재적 능력은 최대한 향상시키고 불가능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발달장애인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발달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간으로는 한국은 학령기에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이루
어지지만 성인기에는 이렇다 할 만한 서비스가 없는 게 현실이다. 성인기는 아동기와는 달
리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기 위한 사회생활기술 등
과 같은 준비훈련이 요구되지만 아직 이러한 서비스는 물론 서비스 제공기관도 없는 실정
이다. 혹시, 일본의 경우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나 내용이 있으
면 소개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일본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들과 같이 지적장애인용 알기 쉬운 권리협약을 만들었고
한국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느끼는 것은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
인 수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발달장
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현재 일본은 한문 위에 ‘요미가따’라고 하는 루비를 넣고
있으나 이는 읽기를 쉽게 할 뿐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형태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
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설명을 통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상대적 용어인 ‘비장애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발달장애인에게 익숙한 ‘일반
인’이라는 표현, ‘인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인권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나를 사랑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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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을 통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발달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궁금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일 때, 발달장애인이 언제나 도움을 청
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상담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 보다는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상담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상담 또한
기관내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상담에 그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발달장
애인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한정되고 있
어 접근이 어렵고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상담의 질이 낮다는 평가들이 제기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신뢰할 수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질적인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상담지원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 중의 하나는 보호자와의 관계이다. 서양과는 달리
동양은 발달장애인의 부양의무와 책임을 보호자에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보호자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거
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이 부모의 보호아래 있으며 보호자의 ‘관리와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보호아래에서는 부모의 생각에 반대한다거나 이견이 있다고 이야기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발달장애자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발달장애자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부모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은 향상되기 어렵다고 생각된
다. 특히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부모의 보호아래 지속적인 관리와 통
제를 받으면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 보다 더 심각한 고독감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부모가 위험하다고 혼자서는 어렵다고 반대하면 발달장애인들은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놀
러갈 수도 없는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은 정부가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등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
해를 도울 수 있는 인식개선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는 동시에 교육현장, 노동현장 등 각 영
역별로 지원매뉴얼도 제작, 보급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일본은 ‘지적장애자 복지법’과 ‘발달장애자지원법’을 통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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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등을 구분하고 있지만, 한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 대상을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발달장애를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발달장애인의 특
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동일한 서비
스 대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별로 따로 법
률이 제정되어 있는 일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수 많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을 만났고 지금도 만나면서 매번 느끼
는 것은 ‘발달장애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어주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
고 더불어 함께해 줄 친구, 선배, 동료’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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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좌장 : 김형식(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Protection of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air : Hyung-sik Kim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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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나이디치(Zena Naiditch)
(평등위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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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법적 권리 및 그 이행-미국 모델
지나 나이디치 (시카고 주 평등 위원회(Equip for Equality) 창시자, President & CEO)

세계의 국가들은 현재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상과 약속을 더욱 잘 실현하기 위해 자국의
법, 사회보장제도, 정부 및 비영리 조직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있다.

본인은 미국 상원에서 아직까지도 이 조약을 비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일련의 연방 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법은 장
애인을 위한 중요한 법적 권한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강력한 법 집행 메커
니즘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 사회에서는 많은 장애인을 위한 주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로 돌아오게 되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 및 여러 국가들이 법률을 채택하고 집행 시스템을 수립하면서 발전해 나감에 따라
다른 국가의 모델을 고려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고유한 역사, 전통, 문화, 사회 분쟁 해결 구조 및 사회 변화 주도 방식에
맞게 가장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으로 법을 채택하고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권리 보호 관련 법 개요
 미국 정부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 (이를 미국에서는 “견제와 균형” 제도라 부르며
어느 한 부분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입법, 사법, 행정
의 삼권은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인 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각기 고유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삼권은 보호와 옹호 제도 및 자립 생
활 센터(Protection & Advocacy Systems and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와 같은 정
부 출연 비영리 조직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의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전문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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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장애인의 법적 권리와 관련하여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는 방식(cross-disability
approach)을 사용한다. 일부 법은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서비스 환경에
있는 장애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반면,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과 같은 주요 연방 시민 평등권 관련 법은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된다. 미국의
주요 장애인 단체(disability group)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만
할 수 있다면 이렇듯 전 장애인을 아우르는 포괄적 방법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장애인 권리 관련 법은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존재
한다. 연방법은 모든 주의 장애인을 보호하는 반면 주 및 지방 정부의 법은 여기에서
더 심화되어 더 많은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은 오늘 미국에서 발달장애인이 현재까지 맞닥뜨렸던 장벽과 애로 사항에 대한 간단
한 설명과 함께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
괄적으로 훑어보겠다.
또한 본인이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 장을 맡고 있는 평등 위원회(Equip for Equality)와 같이
의회에서 위임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 차원의 보호와
옹호 조직 제도(nationwide system of state Protection & Advocacy organizations)에 대해 설명하
겠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미국의 주요 연방법 개요
미국 헌법
미국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상의 토대가 된 법이다. 법에 의한 권리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당하는 자가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
 주 정부 및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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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지나치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면 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제
공한다. (지역 사회에 통합)
 호텔, 영화관, 상점, 레스토랑 등의 공공시설
미국장애인법은 장애인이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용, 서비스 및 공공시설에 대해
이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적절하게 수정하고 적절하게 배려
(reasonable accommodation)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재활법(Federal Rehabilitation Act)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 정부에 의한 차별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조직 즉, 칼리지, 대학, 사회 복지 사업 기관 및 기타
비영리 조직에서의 차별
 미국재활법이 먼저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추후 미국장애인법의 근간이 되었다. 미국
장애인법에서는 민간 부문에서의 권리 보호가 추가되었으며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권리가 확대되었다.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
임대 주택 등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모든 장애 아동이 가장 제약이 적은 환경에서 “자유롭고도 적절하게 공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표권법(Voting Rights Laws)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투표 접근법(Voter Accessibility and Elderly Handicap Act)과 투표지
원법(Help America Vote Act)은 장애인이 투표장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의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생활자를 위한 시민권법(Civil Rights of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
연방 법 집행 당국이 시설 수용 장애인 남용, 방치 또는 권리 거부 상황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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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지원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DD)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 차원의 보호와 옹호 제도(기타 연방 정부 자금 지
원 프로그램)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에는 학대 및 방치로
부터의 보호가 포함되며 주 정부의 보호와 옹호 기관이 연방 자금 지원 수준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보호와 옹호 관련 법규는 다른 유형의 장애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평등 위원회는 일리노이 주의 보호와 옹호 제도이다.

미국의 보호와 옹호 제도(Protection & Advocacy System) 개요
미국에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전국 차원의 보호와 옹호 제도는 1970년대 중반에 수립되었
다. 당시 전국적으로 주 정부의 발달 장애인의 수용 시설에 대한 열악한 환경과 학대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수립되었다. 연방법에 따르면 각 주 정부의 보호
와 옹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독립성 유지
(후견인 서비스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 부문 장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광범위한 법적 권한 보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 장
애인시설에 진입하여 서비스 수혜자와 대화할 수 있는 권리와 예고치 않은 방문을
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어야 한다.
 기록 접근 권한 보유
서비스 수혜자에 대해 해당 개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하에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호와 옹호기관이 누군가가 학대 및 방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동의 필요 없음)
 학대 및 방치 관련 조사 기록 접근 권한 보유
주 조사관이나 시설 조사관이 수행한 학대 및 방치 관련 조사 자료 획득 권한이 있다.
 학대 및 방치 관련 자체 조사 권한 보유
기관 및 지역 사회의 공공 및 사설 시설에서 학대 및 방치 사례에 대해 고유의 자체
조사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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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대중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 보유
옹호 계획 수립과 우선 순위 설정에 있어 일반 대중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각 주의 보호와 옹호 제도는 각 주의 필요에 따라 고유의 옹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
한다. 또한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자발적으로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보호와 옹호 제도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적인 근거 보유
옹호 및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대 및 방치 사례를 조사한다.
 포괄적 범위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충분히 참여하여 생산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방해
가 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장애 요소를 다루고 있다.
 모든 장애인 포괄 방식(cross-disability)
6개의 연방 보호와 옹호 법에 따라 발달 장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정신 및 신체 장
애인을 옹호하고 있다.
 전(全) 연령대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의 장애인을 옹호하고 있다.
 거주지 무제한
거주지와 상관 없이 모든 장애인을 옹호한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지역 사
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group homes), 요양원, 정신 병원
및 주 운영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모두가 옹호 대상이다.

￭ 평등 위원회(Equip for Equality) 개요
 일리노이 주의 보호와 옹호 제도
사명
평등위원회의 사명은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및 시민 평등권을 증진하는
것이다. 평등위원회는 1985년에 창설되었으며 일리노이 주의 보호와 옹호 제도의 효과적 실
행을 위해 주지사가 창안한 독립적인 민간 비영리 조직이다. 평등 위원회는 주 전역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 옹호 조직으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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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우선과제
평등 위원회의 법률 옹호 노력은 다음과 같은 우선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장애인법 집행을 촉진하고 차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옹호한다.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온전하게 참여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로
의 통합을 지원한다.
 장애 학생들이 학교 및 졸업 후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최대한 통합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애 학생들을 옹호한다.
 자기 결정권 및 개인이 자주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속 및 감금 남용을 포함한) 학대 및 방치에 대해 보호한다.
평등 위원회 업무는 대개는 자기 옹호 그룹, 부모 옹호 조직, 자립생활센터 등 다른 그룹
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자기 옹호 지원 및 법률 서비스
평등 위원회는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자기 옹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평등 위원회에서는 법에 정의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보, 장애인
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알려 주며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했을 때 따를 수 있는 결과
등에 대해 일러준다. 그 이후에는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추천하기도 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

평등위원회에는 세 개의 법률 팀이 있다.
 시민평등권팀(Civil Rights Team)
접근권, 지역 사회 통합 및 자기 결정권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특수교육팀(Special Education team)
학교 관련 및 최대한 제약이 없는 환경 조성 관련 사례를 다룬다.
 학대조사전담팀(Abuse Investigation Unit)
기관 및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시설과 프로그램에서 학대, 방치, 케어 및 치료의 질
과 관련된 사례를 다룬다.

- 82 -

장애인의 법적 권리 및 그 이행-미국 모델

기타 법률 옹호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간단한 자기 옹호를 지원하며 다른 자원 활용을 추천한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장애인 본인의 자기 옹호나 가족의 대리 옹호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법률 자문 및 전략을 제공한다.
 협상, 행정 청문회 또는 법정에서 장애인을 위해 직접적으로 법정 대리 역할을 수행
한다.
 집단 소송을 포함한 제도 변경을 위한 소송을 지원한다.

평등위원회에서는 무료로 법정 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체 소송 및 기타 제도 변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제도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다수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대조사전담팀(Abuse Investigation Unit)
주 정부의 보호와 옹호 제도는 학대, 방치 및 의문사를 조사할 수 있는 연방 권한을 가지
고 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기관과 지역사회 장애인 서비스 시설과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권
한을 가진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
전문가와 같은 임상 전문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대조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학대조사전담팀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주에서 운영하는 기관 및 지역사회 장애인 서비스 시설의 안전 및 기타 상황 현장 모
니터링
 주 또는 지역 사회 기관에서 수행하는 주 정부 운영 기관 및 지역 사회 발달 장애 시
설에서의 학대, 방치, 사망 사례 조사 검토
 주 정부의 남용 또는 방치 사례 조사 중 결론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례 파악 및 추가 조사를 위한 해당 사례 조사 재개를 요청
 학대, 방치, 사망에 관한 데이터 분석, 개인을 심각한 위해 상황에 처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험 관행 파악, 서비스 수혜자 안전 보장 조치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의 당부
 주지사, 주 의회, 주 부처 국장 및 시설에 대해 서비스 수혜자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
하기 위한 권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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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위원회의 학대조사전담팀은 국가 차원의 시범 프로젝트였으며 당초에는 평등위원회에 대한
의회 예산의 직접 자금 집행과 일리노이 주에서 나머지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권리교육연수원(Training Institute on Disability Rights)
만일 장애인에게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을 옹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자신의 권리 보
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 정보
가 필요하며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평등 위원회는 장애인
권리교육연수원을 설립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사업체 및 정부 부처 대상으로도 어느 정도의 교육이 수행된다. 평등위원회
세미나는 주 전역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 기타 옹호 그룹,
공립학교,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와 함께 세미나를 공동 후원하기도 한다.

 공공 정책 및 입법 프로그램
공공 정책 추진 프로그램(Public Policy initiatives)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
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 입법 당사자 및 기타 의사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며
새로운 법의 입법을 주창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행정 및 입법 추친팀을 위해 업무를 지원하
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옹호 및 가족 관련 조직, 옹호 집단, 서비스 제공자 및 전문
조직과 같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조직과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구체
적인 장애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해 주 의회 의원과 만나거나 입법 청문회
에서 증언을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법안을 작성하고 해당 법안의 입법화를 옹호한다
(법에서 규정한 바대로 모든 입법 관련 옹호 활동은 비(非)연방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문제들은 해결이 매우 어려워 변화를 주창하여 실현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유수 법무법인 및 기업 법무 부서와 무료 파트너십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해 자금이 지원되는 법률 서비
스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의 법률적 필요는 대부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으로서 평등위원회는 조직 사명의 영향권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늘 새로운 방법을 모색
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은 시카고의 유수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 부서의 자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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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함께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평등위원회는 무료 자원 변호사가 평등 위원회
고객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수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도움도 주고 있다.
현재, 우리 조직은 23개 법무법인 및 기업 법무 부서와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약 150명의 자원 변호사들이 평등 위원회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자원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팀이 평등 위원회의 집단 소송에서 공동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방
식을 선호한다. 다른 경우에는 법무법인이 특수 교육 클리닉(Special Education Clinic)에 문의
하는 부모 전화 상담을 대응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법무법인이나 기업 법무부서는 입법 및
정책 개혁 권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돕기 위해 다른 주의 법률 및 선진 사례에 관한 공공
정책을 연구한다. 평등위원회는 약 30명의 사내 상근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광범위한 무
료 변호사 네트워크로 인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결론
한국은 앞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국제 인권 조약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제도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수립할
때 중요한 점은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제도 실행을 위한 의미 있고 효과적인 수단도 제
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관련 자원 제공, 장애인 법정 대리 권한 부여 및 침해 사례 방지
를 위한 예방 대책 등을 명시해야 한다.

한국이 권리 보호 및 옹호 측면에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보호와 옹호 제도와 유
사한 제도의 수립을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기구로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기 옹호 기법도 훈련 받아야 한
다. 장애인이 사회 정의에 있어 의미 있는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법을
잘 알고 있는 무료 변호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번 포럼에 참석하여 미국의 법과 이의 집행을 위한 제도에 대해 여러분과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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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nforcement: The U.S. Model
Zena Naiditch (Founder, President & CEO, Equip for Equality, Chicago)

Around the world, countries are re-examining their laws, social welfare systems, and the roles
of governm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an effort to bring their societies closer to the ideals and promise of the United Nation’s Treaty on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 am disappointed that the U.S. Senate has not yet ratified the treaty. At the same time,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has enacted a set of federal laws that together create
important legal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rong enforcement mechanisms.As a result,
our society is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s as many state institutions serving people with disabilities close and individuals return to community living.

As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move forward with adoption of laws and the creation of
new systems for enforcement, it is useful to consider models from other countries. At the same
time, it is critical for each country to adopt laws and create systems that have the best chance of
being successfully implemented, given their own history, traditions and culture, as well as their
structures for resolving societal disputesand initiating social change.

Overview of rights protection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 U.S. has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which we call a system of “checks-and-balances” to ensure that no one branch is too powerful.) These three branches—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each have a role to play in the creation and enforcement of individual rights, which is a key value in our society. These branches work in tandem with
government-funded nonprofit organizations, such as Protection & Advocacy System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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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to provide a hopefully comprehensive and expert system
for addressing the need for services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S. takes a cross-disability approach to the legal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ile
some laws are specific to a subse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r only apply to people in
specificservice settings, the leading federal civil rights laws – such as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 apply to all people who have disabilities. In my view, an
across-disability strategy is the best approach, if the key disability groups in a country can
work together to promote their shared interests.

 In the U.S., disability rights laws exist at the federal, state and local levels. While federal
laws protect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ll states, some state and local laws go even further and establish greater rights and protections.

My presentation will provide a brief glimpse of thechallenges and barriers that have been encountered historically b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U.S., followed by an overview of federal laws adopted to protect their rights.

I will then share with you information about the Congressionally mandated and funded, nationwide system of state Protection & Advocacy organizations, such as Equip for Equality, which I
direct for the State of Illinois.

Overview of keyfederal laws protecting the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U.S.
U.S. Constitution – This is the foundation of the concept of equal rights in the US. It guarantees
that no person shall be denied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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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ment
 state and local government services--provides that services must be delivered in an integrated setting when not unreasonably burdensome to do so (community integration)
and
 public accommodations, such as hotels, movie theaters, stores and restaurants
The ADA requires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reasonable modifications of policies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or benefit from employment, services or
public accommodations covered by the statute.

Federal Rehabilitation Act--prohibits discrimination:

￭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federally funded entities, such as colleges, universities, social service agencies and other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receive federal funds
 This came first and was the template for the ADA—which added protections in the private
sector and expanded rights i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air Housing Act --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disability in rental housing and mor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 guarantees a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to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 least restrictive setting, provides for individualized services and supports to deliver on this right.

Voting Rights Laws -- Voter Accessibility and Elderly Handicap Act and Help America Vote Act
-- require accessible vot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Civil Rights of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 -- authorizes federal law enforcement to investigate
abuse, neglect or denial of right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nstitutions

Developmental Disabilities (DD)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 mandates establishment of
a state Protection & Advocacy system(and other federally funded programs) to protect th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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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eople with DD, including from abuse and neglect; provides statutory powers to state P&As to
carry out their mandate along with federal funding. (Other P&A statutes address other disabilities)

Equip for Equality is the P&A System for the State of Illinois.

Overview of the U.S. Protection & Advocacy System
The nationwide Protection &Advocacy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U.S. was created in the mid-1970s in response to a national media expose about horrific conditions and abuses in a state institution hous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der federal law, each state P&A system is required to:

 be independentof providers of disability services, both public and private (including guardianship services)

 have broad statutory powersto safeguard people’s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take legal
action, to enter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to talk with service recipients, and to make
unannounced visits

 have access to records of a service recipient with the individual’s or guardian’s consent,
as well as when the P&A has probable cause to believe the someone was subject to abuse
or neglect (then consent is not required)

 have access to abuse and neglect investigationsconducted by state investigators and facility
investigators

 have the authority to conduct its own investigation of abuse and neglect at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institutional and community-based

 Involve the general public in development of their advocacy plans and pri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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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state P&A system has flexibility in designing their advocacy programs and services and
setting their priorities to meet the needs in their state.

Today, the national P&A System is:
 Legally-based, providing advocacy and legal services and investigations of abuse and neglect
 Broad in scope, addressing a wide range of societal barriers that prevent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fully participating in their communities and leading productive and independent lives
 Cross-disability, advocating for people with all types of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under 6 federal P&A laws, includ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vocating for people of all ages, including children
 Advocating for people regardless of where they live, including those living with their parents,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in group homes, nursing homes, psychiatric hospitals, and state-run institutions.

Overview of Equip for Equality -- the Illinois’ P&A System

Mission
The mission of Equip for Equality is to advance the human and civil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Illinois. Established in 1985, Equip for Equality is theindependent, private,
not-for-profit organization designated by the Governor to administer Illinois’ P&A system. We
are a comprehensive, statewide legal advocacy organization that pursues a broad range of strategies to fulfill its mission.

Key Program Priorities
Our legal advocacy efforts focus on the following priorities:
 Promote enforcement of the ADA/challenge discrimination
 Promote community integration so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live and participate fully in
communit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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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ocat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chools to ensure they receive the educational
services they require to be successful in school and beyond and that they are as integrated
as possible
 Promote self-determination and personal decision-making
 Protect against abuse and neglect (including the misuse of restraint and seclusion).

Much of our work is done in coalition with other groups, including self-advocacy groups, parent advocacy organizations, independent living centers and others.

Programs & Services

Self-Advocacy Assistance and Legal Services
We believe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y members should advocate for themselves whenever feasible. So we provide people with information about their rights under the
law, options available to them, and possible outcomes of pursuing different strategies and then refer them to other resources or provide additional support.

We have three legal teams at Equip for Equality:
 A Civil Rights team that promotes access, community integration and self-determination
 A Special Education team that handles cases involving schools and promotes the least restrictive setting
 Abuse Investigation Unit that handles cases involving abuse and neglect and quality of
care and treatment in institutional and community-based facilities and programs.

Our legal advocacy services include:
 Brief self-advocacy assistance and referral to other resources
 Ongoing provision of legal advice and strategies to assist individuals advocating on their
own behalf or on behalf of a family member to resolve a specific problem
 Direct legal representation to individuals in negotiations, administrative hearings and court
 Systems change litigation, including class action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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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 for Equality provides legal representation to individuals free of charge and files class ac
tion and others systems change lawsuits to achieve justice for larger numbers of people facing
barriers of a systemic nature.

Abuse Investigation Unit
State P&A Systems have federal powers that enable them investigate abuse and neglect, suspicious deathsand to conduct monitoring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community-based facilities and programs serving people with disabilities.
To be effective, in Illinois we created an Abuse Investigation Unit that is staffed with an interdisciplinary team that includes clinical professionals, such as a nurse, social worker and rehabilitation specialist, and attorneys.

The Abuse Investigation Unit:
 conducts on-site monitoring of safety and other conditions at state-run institutions and
community-based facilities serving people with disabilities
 reviews investigations of abuse, neglect, and deaths in state-run institutions and community-based developmental disability facilities conducted by the state and community agencies
 identifies cases where it appears that the state’s investigation concluding that an allegation
of abuse or neglect was unsubstantiated was inadequate and requests that these cases be
re-opened for further investigation
 analyzes data on abuse, neglect, and deaths, identify practices that appear to place individuals at risk of serious harm, and alerts service providers of steps they should take to
ensure the safety of service recipients
 issues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or, the state legislature, state agency directors, and
facilities to enhance the safety and welfare of service recipients.

The Investigation Unit at Equip for Equality served as a national demonstration project and was
initially funded with a direct Congressional appropriation to Equip for Equalityand matching funds
from the State of Illin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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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Institute on Disability Rights
I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going to be empowered to advocate for themselves or a family
memberand to take steps to ensure that their rights are enforced, they need information and training to be effective. To address this need, Equip for Equality established the Training Institute on
Disability Rights to educat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y members. Some training is
also given to service providers, businesses and government agencies.
Our seminars are delivered in local communities throughout the state. We co-sponsor seminars
with service providers, other advocacy groups, public schools and state and local government.

Public Policy and Legislative Program
The Public Policy initiative improves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educating state legislators and other decision-makers, advocating for passage of new laws, serving on executive and
legislative task forces, and working in coalition with a broad spectrum of self advocacy and family organizations, advocacy groups, and service provider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We meet with state legislators and testify at legislative hearings in support of or opposition to
specific disability-related bills. In some cases, we draft bills and advocate for their enactment into law. (All legislative advocacy is conducted with non-federal funds as required by law.)
Some problems are very difficult to solve and we may take years advocating for change before
we are successful.

Pro Bono Partnership with Leading Law Firms & Corporate Law Departments
Studies show that despite the existence of federally and state funded legal service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legal needs of most people go unmet. So as a organization, Equip
for Equality is always looking for new ways to expand the reach and scope of our mission.
A way we do this is through establishment of a pro bono initiative with volunteer attorneys in
Chicago’s leading law firms and corporate law departments. Equip for Equality provides training
to the volunteer attorneys and provides ongoing support as they handle cases for our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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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we partner with 23 law firms and corporations and have about 150 volunteer attor
neys actively involved with our organization. Some law firms prefer to have a team of volunteer
attorneys serve as co-counsel on our major class action lawsuits. Others prefer to handle Parent
Helpline calls to our Special Education Clinic. Still others conduct public policy research on laws
and best practices in other states to assist us in developing reports with recommendations for legislative and policy reform.
While Equip for Equality has about 30 full-time, in-house attorneys, our extensive pro bono attorney network has enabled our organization to have a much greater impact.

Concluding Remarks
As your country moves forward with adoption of new or expanded federal laws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itis critical that the system adopted not only articulate
rights but provide meaningful and effective tools for enforcement. This should include remedies
that will serve as deterrents to violation as well as providing resources and authority for legal represen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your country moves forward with rights protection and advocacy, I encourage you to consider advoca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like system to provide free legal services to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o protect their rights, help to ensure their safety and to serve as an independent watchdog over the disability service system.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need to be educated about their legal rights and trained in self advocacy techniques. Access to free attorneys familiar with disability laws is essentia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have meaningful access to social justice.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participate in this forum and to share this information about the
laws and enforcement systems used in the United States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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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30주년을 축하하며

지나 나이디치(Zena Naiditch)
시카고 주 평등 위원회(Equip for Equality) 창시자, President &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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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위원회(Equip for Equality) – 일리노이주의 권리 옹호(P&A)제도
2015년 - 30주년을 축하하며
지나 나이디치 (시카고 주 평등 위원회(Equip for Equality) 창시자, President & CEO)

주요 업적과 성과
특수 교육
EFE 옹호시스템이 자폐 유치원생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다. 연방법은 아이들이 가장 제
한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을 어기며
“에밀리의 학구(school district: 교육청과 흡사-역자 주)”는 에밀리를 집에서 30마일 떨어진
격리된 학교로 보내려고 했다. 에밀리의 엄마는 에밀리가 의사소통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친구가 되고, 에밀리가 겪는 사회화 문제를 겪지 않는 반 친구
들과 함께 놀기를 바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밀리가 계속해서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
기를 바랐다. EFE는 학교의 배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적법 절차에 의한 5일간의 청문
회에서 학생의 대리인으로서 에밀리의 마을 초등학교 부속 유치원의 정회원 자격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그녀는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접근성을 기를 수 있는 가르침과 필요한
지원을 받았다. 이 결정으로 인해 에밀리는 학교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었다.

EFE는 고등학생의 적절한 이행 서비스를 이끌어 내다. 장애학생의 경우 22세까지 교육과
정에 남을 권리가 있음에도, 많은 학교들은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그 나이가 되기 한참
전에 졸업시킨다. EFE는 고등학교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염려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졸업을 추진하던 17세의 자폐학생을 대변하였다. EFE는 학교가 그 학생의 목표인 경
쟁적 고용을 위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냈다. EFE는 두 번의 개별화 교육
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 회의에서 학생을 대변하였고 한 해 동안 직업교육 수
업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학업에서 취업 위주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EFE는 학생의 직업,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지도와 학생이 성인으로서
의 삶과 직장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이행계획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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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가 다운증후군 아동들의 포함을 이끌어 내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비장애인 아
이들과 교류하고 함께 공부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학
구는 미취학연령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옵션을 제공하기를 거부해 왔다. EFE 는 유아기 프로
그램을 통한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3세의 다운증후군 여아를 대변했다. 이 아이와 함
께 했던 외부 전문가들이 소통, 사회화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포괄적인 취학 전 환경이 필요
함을 주장했지만, 학교는 그 아이와 장애를 가진 다른 아이들을 위한 반 배정 선택지를 마련
하지 않았다. 아이를 대신해 EFE가 중재에 나섰고 마침내 공동체 기반의 보육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동의안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그 보육원의 일반교사들은 학구의 특수교육 교
사, 심리학자,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분석가 그리고 행동분석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동의안에 따라, 아이는 매주 언어치료, 작업치료,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
어린 소녀는 이러한 환경에서 굉장히 잘 자랐고 모든 분야에서 큰 발전을 보였다. 나아가,
EFE의 활동으로 이 학구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장애아들을 포괄하는 보육원의 도입
도 이루어졌다.
EFE가 지적 장애 고등학생들의 의미 있는 이행목표 설정을 이끌다. EFE는 시카고의 한
차터 스쿨에 다니는 지적 장애 학생을 대변하였다. 그의 할머니는 EFE에 전화를 걸어 그가
모든 수업에서 낙제를 하고, 어떠한 학문적 기술도 배우고 있지 않으며, 또래 친구들과 심각
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졸업 후 이행을 위한 평가나 계획도 거의 없다고 알려 왔다. EFE는
세 번의 개별화 교육 계획 회의에서 학생을 대변하여 적절한 이행과 교육 계획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이행 계획은 목회와 요식사업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연결되어 적절한 목
표와 차후 경쟁적 고용이나 직업교육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또한 훈련
분야에 대한 평가와 독립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포함해 새로운 이행 평가도 받
게 되었다. 학교는 다음 해에 공식적인 직업평가도 끝마치기로 약조하였다. 그는 이제 조직
적 기술과 적절한 이차적인 훈련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이행 계획이 생겼고, EFE를 통해, 그
는 그의 장애와 필요요소들을 똑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재평가 기회도 얻었다. 그의 교육 프로
그램 전체가 그의 현재 능력수준과 향상된 행동적, 학업 지원의 적절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
를 위해 수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은 시카고 공립 학교의 교육적, 직업적 지원으
로 마련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자격을 얻게 되었다.

시민권
EFE 주도 집단 소송으로 수천 명의 발달장애인이 기관으로부터 지역사회 서비스로 전환
되었다.

역사적으로, 일리노이주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대규모 기관들을 이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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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미연방 대법원은 옴스테트(Olmstead v. L.C) 사건에서 부당한 보호시설 수용은 장애
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의거,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일
리노이주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음에, EFE는 2005년 주립 사설 보호
기관의 약 6천명의 장애인 그리고 지역사회의 봉사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보호시설에 수
용될 위기에 처한 가족과 함께 사는 수천 명의 장애인을 대변해 집단 소송(Ligas v. Hamos)
을 제기했다. 2011년에, 발달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의가 이루
어졌고, 2014년 10월, 3500명 이상이 지역사회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EFE는 장애인을 비자발적 불임시술로부터 보호하는 판례를 남기다. 2005년, EFE는 보호
자가 비자발적 불임시술을 받게 하려 제기했던 청원에 대항해 정신질환과 장애가 있는 젊은
여성을 대리하게 되었다. EFE는 특별검사로 지정되었고 결국 법원은 우리 의뢰인의 손을 들
어 불임시술 청원을 기각하였다. 보호자는 항소를 제기했다. 2008년, 항소심은 EFE의 의뢰인
은 비자발적으로 불임시술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러한 사건
의 최초가 된 이 판결은 비자발적 불임시술이 이행되기 전, 구체적이고 정당한 법 절차를 마
련하는 표석이 되었다. 일리노이주가 이런 이슈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EFE는 이 판
결을 법제화하기 위한 초안을 작성했다. 이러한 EFE의 노력 끝에 비자발적 불임시술과 관련
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법 절차가 상정되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2009년 주지
사의 사인을 받아 제정되었다.

EFE는 21세 이후에 발달장애인이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구금지명령 받
아내다. EFE는 24시간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 복합 발달장애를 가진 젊은 남성을 대변하였
다. 여러 해 동안, 일리노이주는 아이들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이 남성에게 보호시설
이 아닌 집에서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21번째
생일이 다가옴에 따라, 주 정부는 가정 요양 서비스가 “성인” 프로그램으로 옮겨짐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이 반 이상 절감될 것이라 통보했고 따라서 의뢰인은 보호시설에 수용
되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EFE는 장애인보호법에 따라 간병서비스의 축소는 필요에 따라 최
소로 제한적인 환경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기간의 소송 끝에, EFE는 의뢰인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받으며 가족과 친구들
과 교류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영구금지명령을 받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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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는 지적 장애 어머니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진정서에 성공적으로 대항하다. EFE장애
때문에 양육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지적 장애여성을 대변하였다. EFE는 의뢰인 장애여성
이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며 양육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증언해 준 전문가를
증언대에 모셨다. 그 전문가의 증언 결과, 주 정부는 양육권 박탈 진정서를 기각하고 의뢰인
이 계속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FE는 뇌성마비 아동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휠체어 도입을 변호하다. 5세 뇌성마비 여아
의 담당의사는 식사 시 목 졸림을 방지하기 위해 비스듬히 누울 수 있는 새로운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 정부가 새 휠체어를 제공하기를 거부했을 때, EFE는 이 사안을 일
리노이주 건강가족부(Department of Healthcare and Family Services)의 공청회에 상정해 아이
가 필요로 하는 휠체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EFE 가 37세 뇌성마비 여성이 요양원을 나와 남편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
견인 변경권을 획득하다. 일리노이주 주 후견인실(Office of State Guardian; OSG)은 의뢰인을
동의 없이 요양원으로 옮겼다. 그 곳에서 의뢰인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남자를 만났고, 결혼
을 했으나, 주 정부는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요양원을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 EFE는 그
녀를 대변하여 주 정부의 후견인 자격을 정지하고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
과, 주 정부의 후견인 자격은 제한되었고 의뢰인은 요양원을 나와 장애인 거주 가능 아파트
에서 남편과 함께 살게 되었다.

EFE는 발달장애 남성이 복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대변하다. EFE는 일하던 식당에서 퇴직
당한 발달장애 남성을 대리하였다. 합의를 위한 협상이 성공적이지 못 했고, EFE는 고용기
회균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고발을 하였고, 의뢰인이 복직되
도록 하는 조정에 합의하였다.

EFE 조사로 교통 서비스의 제도적 변경을 이끌어 내다. 매디슨 시에서, EFE는 발달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을 대변하였다. 보조교통기관 제공자가 그녀의 교통서비스를 중지하자 그녀
는 작업장에서 교통편을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교통편을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EFE는 조사를 통해, 교통편을 위한 지원을 주 정부로부터 받고 있음에도 많은 수의 고객들
에게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EFE는 이 사안을 관리자에게 문의하였
고 이제는 교통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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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는 다수의 장애 이용자들을 위해 종합적인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관한 집단소송에
서 합의를 이끌어 내다. 다른 인권기관과의 공동 변호를 통해, EFE는 시카고 대중교통당국
이 장애인보호법을 끊임없이 위반하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발달장애, 시청각장애 그리
고 이동성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버스와 철도체계의 변화를 요구하였
다. 이 소송은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용 버스, 승강장과의 틈이 막힌 전동차뿐 아니라 직원
교육, 그리고 개편된 불편 신고제도를 포함하여 시설 개선에 1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합의
를 도출해냈다.

학대와 방치
주립 발달 센터의 감시로 발견된 심각한 구속 위반 문제. EFE의 학대조사반은 제도의 향
상을 위해 학대나 남용을 기록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을 감시한다. 폐쇄가 결정된
주립 발달장애기관인 머레이 발달센터에의 불시 방문에서 EFE 감시단은 침대의 사면이 철
난간으로 막힌 환자를 발견했다. 그 침대는 머리 쪽과 발쪽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로 인해 자
고 있던 사용자가 가운데 틈에 끼어 갇힐 수 있었다. 당일 매트리스와 난간 사이 틈 문제가
지적이 되었으나, 이러한 침대의 사용 자체가 신체적 구속이 될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침대
의 사용은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정책과 철창을 금지하는 머레이 센터의
원칙과 맞지 않았다. 더욱이, 그러한 장비의 사용은 침대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용되므로 의사와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FE는 성공적으로 구속침대를
제거했고 그런 구속장치의 사용 없이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의 도입도
이끌어 냈다.

태만한 간병인을 해고시킨 EFE의 변호. 사설 요양시설의 시설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편
신고를 받아 EFE는 조사에 돌입하였다. 조사 결과, 중도의 청력손실을 겪고 있던 한 개인이
한 쪽 보청기의 전지를 교체해야 하지만 기관에서 교체를 해주지 않아 남은 한 쪽 보청기만
을 1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다. 학대조사반은 법적 후견인(주 정부) 그리고 가족과 협의해 보
청기의 전지를 교체하고 청각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을 조사 하
던 중, EFE는 해당 개인이 시설의 다른 입주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을 발견했다.
EFE는 당사자가 조사기관에 혐의를 고발하도록 도왔고, 조사기관은 이 요양시설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성폭력 신고 후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시설은
- 103 -

2014 국제포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국제동향

성폭력 신고를 제대로 조사하고 행동적 어려움이 있는 입주자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서비
스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재교육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조사의 마
무리로 해당 개인은 EFE가 보호자를 주정부에서 그녀의 자매로 바꿔 요양원에서 나가 여동
생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요청할 능력이 없다는
소송후견인의 이의를 넘어 EFE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부적절하기 이를 데 없는 소송후
견인의 조사는 어떠한 조치도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EFE는 공청회를 통해 의
뢰인이 요청한 대로 여동생을 법적 보호자로 지정하고 여동생의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
는 허가를 받아냈다. 의뢰인은 여동생의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EFE의 변호로 뇌성마비 남성을 학대하던 보호자를 몰아내다. 학교가 학생을 대신해 신고
한 이 사건에서 EFE는 전기휠체어와 오디오박스 음성장치를 사용하는 언어장애와 보행장애
가 있는 17세 뇌성마비 남성이 언어, 물리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혐의로 조
사에 들어갔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직원들은 그가 제대로 돌보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을 깨달았다. 그는 장 폐색으로 두 번이나 입원 했었고, 더럽고 흙이 묻은 옷을 입고 학교에
온 적도 있었다. 또한 그는 그의 간병인이 언어적, 물리적으로 학대하고, 다이너박스
(dynavox; 음성장치)를 빼앗았으며 강제로 일찍 침대에 들게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18세가
되면 이 간병인으로부터 떨어져 살기를 원했다. 그의 18번째 생일 4일 전, 그는 자신의 이름
으로 된 25만 달러의 신탁자금이 이 있고, 아버지와 이 간병인이 그들을 법적 보호자로 지명
하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들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EFE는 그를 위해 조정에 나섰다. 우선 성인 간병 서비스 프로그램으
로의 전환을 담당하는 법 담당자를 찾아 보호 처분을 신청하고, 지역 가정폭력 상담소의 도
움으로 긴급보호명령 청원서(Petition for Emergency order of Protection)를 냈다. 청원서에 따
른 공청회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이동용 승합차량과 다른 소지품을 모두 의뢰인의 소유로 하
는 조항을 포함한 보호 명령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명령은 그의 아버지가 노렸던 25만 달러
의 신탁자금도 좌절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EFE는 아버지와 간병인이 의뢰인과의 어떠한 접
촉도 금지하는 영구적인 접근금지명령을 획득해, 후견인 자격을 노리지 못 하도록 차단했다.
그 후 의뢰인은 다른 주로 이주해 모친 쪽 친척들과 지내고 있다.
EFE의 요양원 사망사건 조사로 주 정부의 시정명령 내려지다. EFE는 22세 이하의 환자
들과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등록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요
양원에서 일어난 15건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였다. EFE는 사망자의 의료기록을 확인하고, 검
시관의 검시자료를 획득하고, 시설의 정책과 절차, 그리고 의료보장제도를 검토했다. EFE가
- 104 -

평등위원회(Equip for Equality) – 일리노이주의 권리 옹호(P&A)제도 2015년 - 30주년을 축하하며

확인한 심각한 안전문제로 인해, 주 정부는 독립 감시단을 배치했고, 감시단의 보고는 EFE
의 발견과 염려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었고, 많은 수가 복합적인 의
료기술과 처치가 필요한 다중 물리, 인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다수가 호흡기에 의지하
고, 튜브를 통해 식사를 했으며, 보행과 언어 장애가 있었다. EFE가 살펴본 사망 사건 중 다
수가 확연한 결핍과 보살핌에 과실이 있었다. 적지 않은 수의 죽음에서 의사와 간호진의 응
급의료상황에 대한 일관성 없이 지연된 처치와 형편 없는 의사소통과 검사결과에 대한 후속
처치, 그리고 체계 없는 응급실로의 후송 등 많은 문제가 발견 되었다. 모든 사망 사건에서
해당 시설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지 못했음을 가리켰다. EFE에 의해 밝혀진 문제
들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재심의와 면허 정지 소송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으나 안타깝게도 주
정부가 패배하고 말았다. 이 조사 결과로 밝혀진 문제들은 또한 주 정부의 감시 없이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좀 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장애인 권리 교육기관
EFE는 수천 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한다. 약 3천 명의 개
인과 가족 구성원들은 EFE의 장애인 권리 교육기관이 주최하는 워크샵에 참석했다. 게다가,
1997년 기관의 설립 이후 200개의 비영리단체와 정부기관이 공동후원으로 4만 4천 명의 장
애인과 가족들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룬다.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권리를 알자: 일상생활 속의 장애인 보호법(ADA);
 자영업 점프스타트(Employment Jump Start): 사람중심의 사업 시작하기
 당신의 권리를 누려라: 장애인 보호법과 취업
 직업적 장점: 당신은 장점이 있고, 고용주는 그것을 원한다
 활기찬 교육 받은 부모들: 학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고등학교로부터 성인 세계로 이행하기: 성공적인 이행하기
 지갑 안에 무엇이 있나요?: 학생으로부터 성인 세계로 이행하기
 사전 지시: 당신은 힘이 있다
 직장 티켓: 권리를 알고, 혜택을 지키자
 직업을 준비하고, 찾고, 유지하라: 일리노이주의 직업 재활 서비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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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부모가 되어라: 아이의 특수교육권리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고등학교로부터 성인 세계로 이행하기: 성공적인 이행하기

공공정책 & 입법지원프로그램
EFE 일리노이주에 “취업 우선(Employment First)”을 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개발하다.
“취업 우선”의 개념은, 장애인의 첫 번째 선택은 경쟁적이고 통합적인 취업기회라는 것이다.
일리노이주는 공공정책으로써 “취업 우선”을 2013년 입법화 시켰다. 2014년, 퀸 주지사는 행
정명령을 통해 주지사실 내에 “취업 우선” 담당자를 두어 2014년 말까지 주 기관들과 협력
해 5년 계획안을 만들고 2015년 6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취업 우선” 정책을 도입하도
록 했다. 2014년, EFE는 한 사립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일리노이주에 “취업 우선” 정책
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종합적인 바탕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취업 우선” 정책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다른 주가 무엇을 해왔는지 알아 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50개 주
에서 수행했다. 설문조사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자금 지원과 정신병력을 가진 이들을 위한
취업서비스를 포함한 청사진 제작을 지원받기 위해EFE는 국회의원들과 정책 입안자들, 서
비스 제공자, 고용주,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후원자들에까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EFE는 교통수단 내에 부적절한 구속장비 사용 금지를 이끌어 내다. 2013년, EFE는 수송차
량이 학대, 방치 또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 내의
구속장치 사용에 관련한 법적 요구사항으로부터 면제되는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EFE
는 법안에 반대하는 증언에서, 수송 장치가 언제 필요한 때에 대한 기준, 장치 사용에 대한
불충분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안전한 장치의 사용에 관련된 직원 교육 등을 성토했다. 이
증언에 따라, 법안입법위원회는 EFE의 우려에 답하기 위해 협력했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로
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수송 장치 사용의 필요성은 반드시 개인화된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
 수송 장치 사용의 필요성은 개인의 트라우마, 현재의 상태 그리고 특정한 행동과 상
황의 이력(수송 도중 폭력, 탈출 시도, 구속/격리 또는 강제안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승인된 경우, 개인의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구속 장치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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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송 차량에 대해 수송 장치의 사용이 요청되지 않았거나, 요청했지만 거부당했
거나, 또는 요청되고 사용된 경우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용 기록을 남기고EFE와 후
견지원위원회(Guardianship and Advocacy Commission)가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송 장치의 사용으로 움직임이 제한된 개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응대할 수 있도록 수
송 장치의 사용과 적용에 대해 교육 받아야 한다.

이 개정된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통해 주지사가 서명하여 입법되었다.
법안은 개정되고 통과되어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어 입법되었다.

EFE는 주립 시설의 불필요한 죽음을 방지하는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 내다. 몇 건의 입주
자 사망 이후 커지고 있는 주립 발달장애 시설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EFE는 발달장애인 브
라이언 켄트의 죽음을 포함하여 특정 기간 동안 모든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조
사 결과에 따라, EFE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비극을 막기 위한 조사 결과와 가능한 조치를
포함하여 “주립 발달 장애 시설의 삶과 죽음”이라는 공개 보고서를 발행했다. 2010년, EFE
는 “브라이언법”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에 성공했다. 이 법은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이나
기관의 보호 아래 사망한 모든 개인의 사망을 조사하기 위해 복지부 관할의 독립된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망의 원인과 종류, 당시 행해진 처치를 검토하고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조치들을
평가한다
 결과를 복지부(DHS)에 보고하고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
한다
 주 정부가 이런 비극을 만들어 내는 더 큰 이슈, 정책 그리고 관습들에 집중할 수 있
도록 한다
 장애인들이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한다.
“브라이언법”은 또한 장애인, 보호자와 가족들이 그들의 권리, 특히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안전, 학대와 방치, 질 좋은 서비스와 적절하고 충분한 퇴원 계획, 그리고 최
소한의 구속적 환경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EFE는 장애인의 무허가 불임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다. 미국은 장애인의 비자
발적 불임시술의 역사가 길고, 따라서 장애인의 출산권, 사생활과 신체적 존엄성을 보호할
권리를 침해해왔음에, 다수의 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 200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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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는 그 다수의 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성인의 후견인 관련법은 피보
호자가 불임시술을 받게 하는데 법원의 동의나 허가를 받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보호자의 요구, 법원의 관리 감독 없이 강제로 피보호자에게 불임시술을
할 수 있었다. 2009년, EFE는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불임시술을 원할 경우 청원서를 제출해
야 하고, 피보호자의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 절차를 통해 공청회를 열어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작성해 통과시켰다. 보호자는 법원으로부터 불임시술에 동의할 것인지 의사 표
시를 할 수 있는 법원명령을 받았을 때에만 피보호자의 불임에 대해 동의를 표할 수 있다.
이 법은 피보호자의 불임시술에 관한 청원을 심리할 때 법원이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제
시함으로써 근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한다. 만약 피보호자가 불임시술에 대하여 동의
또는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피보호자가 시술에 동의 또는 거부할
경우, 법원은 피보호자의 결정과 부합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만약 피보호자가 그러한 의
사표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고
그러한 결정에 이른 요인과 법 조항을 서면으로 남겨 법원의 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 108 -

평등위원회(Equip for Equality) – 일리노이주의 권리 옹호(P&A)제도 2015년 - 30주년을 축하하며

Equip for Equality –Illinois’ Protection & Advocacy System
Celebrating our 30th Anniversary in 2015
Zena Naiditch (Founder, President & CEO)

Highlights of Key Accomplishments & Successes
Special Education
EFE Advocacy Achieves Inclusion for Kindergartner with Autism. Federal law requires that
children be provided a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and in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In violation of this principle, “Emily's” school district planned to transfer her to a
segregatedschool program thirty miles from her home. Emily's mother wanted for her daughter
to be able to learn alongside other children from her town, to make friends with children who
could be communication role models, to play with classmates who did not share her socialization
difficulties and, most important, to continue to be a part of her school community. EFE
challenged the school's placement decision and represented the student at a five-day due process
hearing, ultimately obtaining an order that allowed the student to become a full member of the
kindergarten class at her town's elementary school. She also received needed supports and services
as well as instruction to expand her ability to access and participate in the general education
setting. With this decision, the student, Emily, was able to be successful in an inclusive classroom
setting and to remain a part of her community.

EFE Representation Results in Appropriate Transition Services for High School Student.
Although students with disabilities are entitled to educational services until age 22, many schools
rush to graduate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ar before that time. EFE represented a
seventeen-year-old student with autism whose school planned to graduate him despite
well-founded concerns about his readiness for life after high school. EFE learned that the school
was not providing any transition services targeted towards his goal of competitiv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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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 represented the student at two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 meetings and secured for
the student an occupational class for the duration of the school year, as well as placement at an
employment-focused program for continued schooling. EFE also secured vocational and
independent living instruction for the student and a dramatically improved transition plan for him
to learn the necessary skills for adult living and employment.

EFE Representation Leads to Inclusion for Child with Down Syndrome. Despite widespread
acknowledgement that very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enefit greatly from
interacting with and learning alongside non-disabled children, school districts regularly refuse to
provide inclusive school options for preschool-aged children. EFE represented a three year old girl
with Down Syndrome who wa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through an Early Childhood
program. Although the outside professionals who worked with this student stated that she needed
an inclusive preschool setting in order to make progress in communication and social skills, her
school district did not provide this as a placement option for her or other children with
disabilities. EFE intervened on behalf of the child and negotiated a settlement agreement placing
the child in a community-based preschool where the general education teachers received regular
support from the District's special education teacher, psychologist, speech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physical and behavior analyst. Pursuant to the agreement, she also received weekly
services of speech, occupational therapy, and physical therapy.

The little girl thrived in this

setting and made great progress in all areas. Moreover, EFE’s advocacy led to the school district's
creation of an inclusive preschool classroom for all eligible students with disabilities.

EFE Representation Results in Meaningful Transition Goals for High School Studen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EFE represented a student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who attended a
Chicago charter school. When his grandmother called EFE, he was failing all of his classes, not
learning any academic skills, having significant peer conflicts, and had a limited transition plan
with minimal evaluations. EFE represented the student in three IEP meetings to secure
anappropriate transition and educational plan. His transition plan is now tied directly to his
interests in the ministry and food service, with appropriate goals and supports to prepare him for
competitive employment or further job training. He has also received new transition evaluations,
including his first evaluations in the areas of training and independent living skills.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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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also committed to completing a formal vocational evaluation during the next year. He has
new transition goals for developing organizational skills and investigating appropriate
post-secondary training opportunities. Through EFE's representation, he also secured a full
re-evaluation to correctly recognize his disabilities and needs. His entire educational program was
revised with appropriate, measurable goals at his current ability level and increased behavioral and
academic supports. Through this process, the client has qualified for specialized placements with
both educational and vocational supports through Chicago Public Schools.

Civil Rights
Class Action Brought by EFE Results in Thousand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ransitioned from Institutional to Community Services.Historically, the State of Illinois has used
large institutions for serv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1999, the U.S. Supreme Court held in
Olmstead v. L.C.that unjustified institutionalization is unlawful discrimination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fter the State of Illinois made no significant changes following the

Olmstead decision, in 2005 Equip for Equality and co-counsel filed a federal class action lawsuit
in 2005, Ligas v. Hamos, on behalf of approximately 6000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reside in large private state-funded institutions, as well as thousands of others living at home
with family members who are at risk of institutionalization if they do not received community
services. In 2011, an agreement was reached that would finally provide community services to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of October 2014 more than 3,500 people have been
provided with community services.

EFE Secures Precedent-Setting Court Decision Protect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rom
Involuntary Sterilization. In 2005, Equip for Equality began its representation of a young woman
with mental illness and other disabilities to oppose a petition filed by her guardian who sought to
have her client involuntarily sterilized. Equip for Equality was appointed Independent Counsel
and ultimately, the trial court judge ruled in favor of our client dismissing the sterilization
petition.

The guardian appealed the ruling.

In 2008, the appellate court affirmed the lower

court’s ruling finding that EFE's client should not be involuntarily ster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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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the first on the issue, set forth detailed due process requirements that must be followed
before an involuntary sterilization may proceed. Because Illinois law had been silent on this issue,
Equip for Equality then drafted legislation to codify the court decision into law.

As a result of

Equip for Equality’s advocacy efforts, legislation providing due process protection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ituations involving involuntary sterilization passed both Houses and was signed into
law by the Governor in 2009.

EFE Obtains a Permanent Injunction to Allow a Cli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Remain at Home with Needed Nursing Services After Age 21. Equip for Equality represented a
young man with multiple and complex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needed 24 hour skilled
nursing care. For many years, under a federal state program addressed at children, the State of
Illinois provided funding so the client could receive his critical medical care in his own home,
st
thus avoiding institutionalization in a hospital. However, as his 21 birthday approached, the State

advised that the hours of in-home nursing care would move into the “adult” program and would
thus be reduced by more than one-half, putting the client at risk of death or institutionalization.
EFE filed suit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lleging that the reduction in services
denied him his right under that law to be served in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appropriate
to his needs. After protracted litigation, EFE obtained a permanent injunction to enable the client
to remain in his home with the nursing services he needs, where he benefits from interaction with
family and friends and is able to participate in his community.

Equip for Equality Successfully Opposes Petition to Terminate Parental Rights of Mother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quip for Equality represented a woma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prevent her parental rights from being terminated because of her disability. Equip for Equality
secured an expert witness who testified that our client was able to parent her child and that her
parental rights should not be terminated. As a result of the expert’s testimony,the State agreed
to withdraw the termination petition, and the client maintained custody of her child.

Equip for Equality Successfully Advocates for New Wheelchair to Assure Safety of Child with
Cerebral Palsy.

The physician of a five years old girl with cerebral palsy recommended that she

be given a new wheelchair that reclines and lessens the danger of her choking while eating.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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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refused to provide the recommended wheelchair,

Equip for Equality took the matter to

a hearing before the Illinois Department of Healthcare and Family Services, and obtained a ruling
directing that the child be provided the wheelchair that she needed.

EFE Secures Modification of Guardianship of Guardianship Allowing a 37-year old Woman
with Cerebral Palsy to Move out of a Nursing Home to Live in the Community with her
Husband.The Illinois Office of State Guardian (OSG) moved the client involuntarily into a nursing
home. During her residency there she met a man residing in the community. She married him,
butOSG refused to allow her to move out of the nursing home to be with her husband. Equip for
Equality represented her in proceedings to change residency and to terminate the guardianship.
As a result, the guardianship was modified to a limited guardianship and OSG was compelled to
move the client out of the nursing home and into an accessible apartment with her husband.

EFE Representation Secures Reinstatement to Job for Ma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quip for Equality represented a ma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had been terminated
from his job at a restaurant. After attempts to negotiate a resolution were unsuccessful, Equip for
Equality filed a charge with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The parties agreed
to mediation, which resulted in the client being reinstated to his job.

EFE Investigation Results in Systemic Change in Transportation Services. In Madison County,
Equip for Equality represented a woman who is blind and has developmental disabilities. After
her paratransit provider terminated her transportation services, she sought transportation services
from her workshop. The workshop refused to provide the requested transportation services. EFE
conducted an investigation, which found that the workshop was not providing transportation to a
significant number of its clients notwithstanding that its rate from the State builds in the costs of
transport.

EFE raised this with the administrator of the workshop, and now the workshop is

providing transportation services to all of its clients needing transportation.

EFE Obtains Class Action Settlement Resulting in Comprehensive Improvements in Mass
Transit Accessibility for Riders with Many Disabilities. Co-counseling with other rights
organizations, EFE brought a lawsuit against the Chicago Transit Authority alleging per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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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tions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nd seeking massive changes in bus and rail
transit to provide system-wide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ose with hearing or visual impairments, and those with mobility
impairments.

The case culminated in a class action settlement providing for $15 million in

improvements, including new accessible busses with lifts, gap fillers for rail cars, visual and
auditory information, as well as provisions for staff training and a revamped complaint system.

Abuse and Neglect
Serious Restraint Violations Discovered During Monitoring at State-Operated Developmental
Center.

EFE's Abuse Investigations Unit monitors facilities serv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document abuses for the purposeof improving the delivery system. During various
unannounced monitoring visits to Murray Developmental Center, a state operated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stitution slated for closure, EFE monitors observed an individual in a bed with metal
rails around the four sides. The bed was raised at the head and at the foot, which resulted in a
gap in the middle in which the individual who was sleeping could become trapped. While the
immediate concern related to the gap between the mattress and the rails was addressed that day,
it appeared that the use of this bed was in fact a form of restraint. Use of such a bed appeared
inconsistent with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policies as well as Murray's policy of
prohibiting totally enclosed cribs or barred enclosures. Further, use of such a device warranted
review by a physician and a human rights committee as it was being used to restrict an
individual's ability to get out of bed. EFE successfully advocated for the removal of the restraint
bed, a review of the individual’s needs and implementation of a plan to safely meet the
individual’s needs without the use of a restraint device.

Neglectful Guardian Removed as a Result of EFE's Advocacy.In response to a complaint related
to quality and nature of treatment and conditions in a private institution (an “ICF-DD”), EFE
initiated an investigation and learned that an individual living in the facilityhad a moderate
bilateral hearing loss, but had been limited to using just one hearing aid for over a year because
the battery in her other hearing aid needed replacement and the facility had not replaced i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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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 Investigation Unit advocated with the legal guardian (the State) and with the facility,
resulting in the hearing aid battery being replaced and the individual being properly assessed by
a licensed audiologist. During the investigation, however, EFE learned that the individual might
have beensexually abused by another resident at the facility.

EFE assisted the individual in

reporting the allegation to the proper investigatory agency, which later determined that the facility
had not properly investigated the incident and failed to have the individual medically examined
following her complaint of abuse.

The facility was required to retrain its staff on how to

properly investigate an allegation of sexual abuse and to ensure the proper level of supervision
and adequate supports and services for residents with behavioral needs. At the conclusion of the
investigation, the individual requested that EFE help her change her guardian from the state to her
sister and help her move from the nursing home to her sister’s home.

EFE was appointed

Independent Counsel over the guardian ad litem (GAL)'s objection that the individual did not have
the capacity to make a request for an attorney. Following a wholly inadequate GAL investigation
following which the GAL recommended no change, a hearing was held in which EFE successfully
persuaded the court to substitute the sister as guardian and permit the client to move into her
sister's home as she had requested, where she is living successfully and happily.

EFE's Advocacy Leads to Removal of Abusive Guardian of Young Man with Cerebral Palsy.
Following a complaint from a school district on behalf of one of its students, EFE investigated
allegations of verbal and physical abuse and potential financial exploitation of a 17 year old
non-verbal, non-ambulatory young man with Cerebral Palsy who used an electric wheelchair and
communicated through an audiovox speech device. EFE learned that, during his senior year in
high school, school officials noticed a steady and serious decline in his care.

He had been

hospitalized twice for bowel obstructions; he came to school in filthy and soiled clothes; and he
reported that his caregiver verbally and physically abused him, deprived him of his dynavox, and
put him to bed very early against his wishes. The young man wanted to live away from the
th
abusive caregiver when he became an adult at age 18. Four days before his 18 birthday, he

learned that he had a special needs trust exceeding $250,000.00 established at a bank in the
neighboring state and that over the coming weekend when he was turning 18, his father and the
caregiver were going to take him to that state to sign papers with a lawyer that would appoint
them his guardians. They threatened him with serious consequences if he did not cooperate. 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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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ed on his behalf, contacted the local agency responsible for facilitating placement of
individuals transitioning to the adult service system, and arranged for protective placement for the
young man, and with the help of the local domestic abuse shelter filed a Petition for Emergency
Order of Protection. Following a hearing on the petition, the court entered an emergency order
of protection that included a provision that the individual’s mobility van and other possessions
were to be turned over to him. These actions thwarted the father’s efforts to take control of the
client’s $250,000 special needs trust. EFE then obtained a permanent injunction barring the father
and the caregiver from having any contact with the client and prevented them from seeking adult
guardianship of the client when he turned 18 years old. The client has since moved out of state
to be near his maternal relatives.

EFE Investigation of Multiple Deaths at Nursing Home Leads to Corrective Action by the
State. EFE completed an investigationinto the deaths of 15 individuals residing at a 100+ bed
facility licensed as a skilled nursing facility able to serve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22, which
also serves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FE staff analyzed the care documented in
individuals’ medical records, obtained information from the Medical Examiner’s office, reviewed
the facility’s policies and procedures and information in the State Medicaid agency’s surveys. As
a result of serious safety concerns identified by EFE, the state placed independent monitors in the
facility.

Reports from the monitors confirmed EFE's findings and concerns. Almost all of the

individuals had a diagnosis of a developmental disability, with many of the individuals having
multiple physical and cognitive disabilities requiring complex medical technologies and treatment.
Many of the individuals were ventilator- dependent, requiring feeding by a tube, and were
non-ambulatory and non-verbal. Certain of the deaths reviewed by EFE presented more obvious
and blatant deficiencies and lapses in care. Review of most of the deaths revealed a pattern of
inconsistent and delayed response to medical emergencies by physicians and nursing staff, poor
communication and follow-up to reported lab results, and inconsistentpractices on transportation to
hospitals for emergent care. All of the deaths revealed an overwhelming failure of the facility to
conduct any sort of meaningful or thorough internal review of the incidents. The problems
uncovered by EFE resulted in a full survey of the facility and initiation of licensure revocation
proceedings, which unfortunately, the State ultimately lost.

The problems revealed by this

investigation also illustrated the critical need for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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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ight of Illinois’ regulatory system which allows for self-policing by institutions without
adequate independent oversight by the State.

Training Institute on Disability Rights
EFE Trains Thousand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Family Members About their Rights.
Approximately 3,000 individuals and family members have attended workshops sponsored by the
Training Institute on Disability Rights at Equip for Equality.

Moreover, since the Institute’s

inception in 1997, two hundred nonprofit organizations and governmental agencies have
co-sponsored sessions with the Institute with more than 44,000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family
members have been trained.

Training Covers a Wide Range of Topics. Training programs have included the following:
 Know Your Rights: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in Everyday Life;
 Self Employment Jump Start: Starting a Person-Centered Business;
 Put Your Rights to Work: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nd Employment;
 Career Strengths: You’ve Got Them and Employers Want Them;
 Invigorated Educated Parents: How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Your School;
 Your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the Adult World: Making it a Success;
 What’s in your Wallet?: Get Ready for your Student’s Transition to the Adult World;
 Advance Directives: You’ve Got the Power;
 Ticket-to-Work: Know Your Rights, Protect Your Benefits;
 Prepare for, Find and Keep a Job: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in Illinois; and
 Be a Prepared Parent: What You Need to Know About Your Child’s Special Education
Rights.
 Your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the Adult World: Making it a Success.

Public Policy & Legislative Advocacy Program
EFE Develops a Blueprint to Implement “Employment First” in Illinois.

The concept of

Employment First is that competitive, integrated employment must be the first option fo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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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isabilities. Illinois adopted Employment First as the public policy of the state by passing
legislation in 2013.

In 2014, Governor Quinn issued an Executive Order appointing an

Employment First Liaison within the Governor’s office to work with state agencies to develop a
preliminary five year plan by the end of 2014, and a final five year plan by the end of June
2015, to implement Illinois’ Employment First policy.

In 2014, EFE received a grant from a

private foundation to conduct comprehensive research on best practices regarding Employment
First in order to develop a Blueprint with recommendations for implementing Employment First in
Illinois.

This research includes a 50 state survey to identify what other states have done to

implement Employment First successfully. Following the public release of the survey, EFE will
conduct extensive outreach to legislators and other policy makers, providers, employer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disability advocates to develop support for the Blueprint’s recommendations,
including increased funding and flexibility for supported employment service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EFE Secures Protections Against Improper Use of Restraint Devices in Transport.In 2013, EFE
opposed legislation that exempted transport devices from statutory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use
of restraints without providing adequate safeguards to prevent abuse and neglect and/or serious
injury and death. EFE testified in opposition to the bill before a legislative committee citing the
lack of meaningful criteria for determining when use of transport devices was necessary,
inadequate data collection/record keeping requirements regarding the use of transport devices, and
inadequate training requirements for staff on the safe use of transport devices. Following that
testimony, the bill sponsor committed to working with EFE to address EFE's concerns.

As a

result of these negotiations, the bill was amended to:

 Require that a decision whether or not to use transport devices be based upon an
individualized assessment;
 Require that the criteria us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use transport devices include
a review of the individual’s history of trauma, the individual’s current medical status, and
the individual’s history of specific conduct or events (i.e. violence during transport, escape
attempts, use of restraint/seclusion or forced medic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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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 that, if approved, the least restrictive transport device consistent with the
individual’s needs be used;
 Require the facility to keep detailed records regarding all transports, including those
instances where the use of transport devices are not sought, are sought but denied, or are
sought and used, which EFE and the Guardianship and Advocacy Commission may
examine and copy; and
 Require staff to be trained/qualified in the safe use and application of transport devices,
including recognizing and responding to signs of distress in a person whose movement is
being restricted by a transport device.

The bill, as amended, passed both Houses and was signed into law by the Governor.
The bill as amended passed and was signed into law by the Governor.

EFE Secures Passage of Legislation Aimed at Preventing Unnecessary Deaths in State-Operated
Facilities.

In response to growing concern over the safety of state-operated developmental

disability facilities after a series of resident deaths, EFE opened a systemic investigation to
examine all such deaths for a period of time, including the death of Brian Kent, a young ma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llowing that investigation, EFE issued a public report, “Life
and Death in State-operated Developmental Disability Institutions”, which included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o prevent future tragedies. In 2010, EFE drafted and secured passage of
legislation to create “Brian's Law.” The law addresses the recommendations of the report by
mandating the development of an independent team of experts to review the death of any
individual while in the care of a facility or agenc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to:

 Review the cause and manner of death, review action taken in response to the death and
evaluate the means by which the death may have been prevented;
 Report its conclusions to DHS and make recommendations that may help reduce deaths
and serious injuries;
 Enable the State’s service system to focus on the broader issues, policies and practices that
may contribute to these traged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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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e the circumstances that place people with disabilities at high risk of serious harm
and death.

“Brian's Law” also ensure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their guardians and families receive
sufficient information regarding their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be safe, free from abuse and
neglect, the right to receive quality services and the right to an appropriate and adequate
discharge plan and timely transition to the least restrictive setting to meet their individual needs
and desires.

EFE Secures Passage of Legislationto End Unauthorized Sterilization of Adults with Disabilities
Under Guardianship. Because the U.S. had a long history of permitting involuntary steril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us abusing and disregarding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o
procreate and to maintain privacy and bodily integrity, amajority of states enacted laws to address
this issue.

Until 2009, Illinois was not among them. Before then, the lawthat governed

guardianship of adult wards did not require a guardian seeking to have a ward sterilized to file
a petition with the court requesting the court’s authority to consent to such a procedure. As a
result, it was possible for a guardian to have a ward sterilized without any court oversight and
without any independent representation of the ward’s interests. In 2009, EFE drafted and secured
passage of legislation requiring a guardian seeking to have his/her ward sterilized to file a petition
with the court, which the court must rule upon only following a hearing that provides due process
protections to the ward. A guardian is only allowed to consent to sterilization of a ward if the
guardian obtains an order from the court granting him/her the authority to provide consent. This
law upholds and protects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by establishing procedures and
standards that the court must follow in considering a petition for sterilization of a ward. If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ward has capacity to consent or not consent to sterilization, and the
ward objects or consents to the procedure, the court must enter an order in accordance with the
ward’s decision.

If the court finds the ward lacks that capacity, then the court must make a

decision based upon specific factors and court must provide written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to support it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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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발달장애인 권리 및 복지의 보장

에롤 콕스(Errol Cocks)
(커틴대학교 작업치료 및 사회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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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장애인의 법적 권리와
시행’에 대한 토론

조 한 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47 -

토론 3 : ‘미국에서의 장애인의 법적 권리와 시행’에 대한 토론

‘미국에서의 장애인의 법적 권리와 시행’에 대한 토론
조 한 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자는 미국의 P&A 시스템의 구조와 권한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서의 장애인의 법적 권
리와 시행에 관해 소개하였다. 발제자가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P&A 프로그램에는 6개의
단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은 한국이 이와 같은 P&A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토론자는 한국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P&A 시스템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
심으로 토론을 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들에서 미국의
P&A 시스템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
는데, 2013년 3월 현재 9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
고 있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14곳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34조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
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현재 한국에는 P&A 시스템을 명확하게 실천하고 있는 중앙정
부 차원의 법률 체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이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
장에만 국한된 것이고, 그 외 장애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 이외의 다른 장애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P&A 시스템을 도입할 필
요가 있다. 다만 미국의 6개 프로그램 모두를 한꺼번에 도입하기는 힘들 것이고,
PADD(Protection and Advocacy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옹호)에 추가하여, 우선 PAIMI(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iness,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호․옹호)와 PAIR(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 Rights,
개인의 권리를 위한 보호․옹호)과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PAIMI는 정신보
건법에, 그리고 PAIR은 장애인복지법에 각각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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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세 가지 법의 모법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P&A 시스템을 도입하여 동 법
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에는 장애인 외에도 훨씬 많은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으므로, 이에 손익을 엄밀히 따져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리라 본다.
P&A 기관에 관해서는, 미국의 예처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한 기관씩을 지
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관의 운영 주체에 있어서 한국 내에 합의가 아직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의 P&A 기관과 같은 광범위하고도 막강한 권한을 가
진 민간 조직의 선례가 한국에는 거의 없으니 P&A 기관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조직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본 토론자는 중앙정부의 산하 조직이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보다는 민간 조직, 특히 민간 비영리 단체가 P&A 기관으로 적절하
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 왜냐 하면,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다 보면 공무원 조직과
맞설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앙이나 지방 정부의 조직이 P&A 기관이 된다면 이 경우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 조직이 P&A 기관이 된다
할지라도 중앙정부는 그 기관에 대한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P&A 기관을 관리하는 중앙 부서에 관해서도 아직 한국 내에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
국의 P&A 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그 업무의 일부로 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리부
서가 된다면 명분상 적절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행정 조직과 예산
에 비추어 볼 때 역부족인 것 같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는 행정 조직과 예산 면에서 유리
하나,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지원하는 것이 그 업무의 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P&A의 전
통적인 업무 중인 하나인 사회복지시설의 감시 업무와 이해가 충돌될 여지가 있다. 어쨌든
어떤 부서가 P&A 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P&A 기관의 자
율성을 보장하는 선에서라야 한다. 그래야만 중앙 부서와 P&A 기관과의 긴장 관계가 유지
될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기관의 권한에 있어서, 미국의 P&A 기관들은 고용, 교육, 의료, 교통, 주거, 기타 서비스들
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래의 권리로, 장애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즉 지정
된 원고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원고적격(standing)이 있다. P&A의 이 원고적격은, 시설에 거
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경우에 보복을 두려워하고 어떤 경우에는 후견
인이 협조하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때때로 소송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장애인인권센터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모두 그 권한에 있
어 미국의 P&A 기관과 비교가 안 되지만,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은 결정적인 흠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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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와 방임 상태를 조사하고 교정하는 것은 P&A의 전통적이고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고, 한국의 장애인인권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한국에서 이들 기관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방임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라
도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
자들의 인권 의식이 아직은 불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미국의 ‘시설
거주인의 시민권 법’(Civil Rights of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과 같은 법률이 제정될 필요
가 있다.
Equip for Equality가 그러하듯이, 미국의 P&A 기관들은, 장애 학생을 분리 학교에 가게 하
거나 그러한 학교에 기숙하게 하기 보다는 이웃의 통합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주 성공적이었다. 또한 Olmstead 판결에 따라 P&A 기관들은
이 판결이 미국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확실히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즉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위반한 불필요한 시설 수용을 멈추고 장애인들을 시설 서
비스에서 지역사회 서비스로 옮기기 위하여, 장애인 및 민권 옹호자들과 행동을 같이 해 왔
다. 그러나 특수교육이나 적절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이와 같은 활동은 한국의 지방
자치단체 조례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
서 한국의 장애인인권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이러한 활동을 할 것 같지는 않아 안
타깝다.
마지막으로, Equip for Equality와 관련하여 인상 깊은 것 중의 하나는 부적절한 후견인에
대응하는 Equip for Equality의 활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조
례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발
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9조에서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새로운 법률은 인권을 이행하는 행동을 미루도록 허용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권리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국가의
국내법 하에서는 오히려 후견인의 부적당한 활용을 방지하는 예방책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의 대리의 법률 조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의사결정의 지원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는 후견인 활용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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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호주 사회에서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통합에 대한 토론문

조 형 석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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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에서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통합에 대한 토론문
조 형 석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팀장)

1. 들어가는 글
발제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호주에서의 생활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는 총 기금의 48%에 해
당되고 그 중 주거 서비스의 비율은 37%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중 시설 거주자가 3%에 해
당된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참여도가 52.8%에
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시 10년 내 국내총생산 430억 달러가 증가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 가족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의 제공은 아마도 호주 장애인정책
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호주의 정책 및 상황에 대한 비교 및 각 주제별
함의를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2. 장애인 고용
우리 위원회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시정기구로 전체 차별진정 건수의 50%에 육박하
는 진정이 장애차별과 관련된 진정건수 이다. 이를 우리 위원회의 진정건수와 비교하면 고
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도 이는 우리 나라의 장애인 고용상황 자체가
열악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3.12.31.)
(단위: 건, %)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구 분

전체

합계

고용

교육

합계

재화･
보험･ 시설물
용역
금융
접근
일반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
통신
의사
소통

문화
예술
체육

사법･
괴롭힘
행정/
등
참정권

기타

접수

6,540

413

368

4,030

1,009

483

881

436

947

274

379

842

508

비율

100.0

6.3

5.6

61.6

15.4

7.4

13.5

6.7

14.5

4.2

5.8

12.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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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구 분

2008
(4~12)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고용

교육

합계

재화･
보험･ 시설물
용역
금융
접근
일반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
통신
의사
소통

문화
예술
체육

사법･
괴롭힘
행정/
등
참정권

기타

접수

585

41

61

347

37

49

78

128

35

20

55

42

39

비율

100.0

7.0

10.4

59.3

6.3

8.4

13.3

21.9

6.0

3.4

9.4

7.2

6.7

접수

725

69

49

412

153

91

93

49

13

13

42

105

48

비율

100.0

9.5

6.8

56.8

21.1

12.5

12.8

6.8

1.8

1.8

5.8

14.5

6.6

접수

1,695

82

55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176

74

비율

100.0

4.8

3.2

74.9

17.5

3.8

15.5

6.1

29.9

2.1

2.3

10.4

4.4

접수

886

64

62

487

179

70

67

67

45

59

80

105

88

비율

100.0

7.2

7.0

55.0

20.2

7.9

7.6

7.6

5.1

6.6

9.0

11.9

9.9

접수

1,340

82

96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111

150

비율

100.0

6.1

7.2

60.3

14.0

11.4

18.8

3.0

3.1

9.9

6.9

8.3

11.2

접수

1,309

75

45

707

156

55

128

49

306

13

70

303

109

비율

100.0

5.7

3.4

54.0

11.9

4.2

9.8

3.7

23.4

1.0

5.3

23.1

8.3

호주의 노동참여율을 살펴보면 비장애인 82.5%, 장애인 52.8%로 장애인의 노동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노동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차별인식에
대한 해소 뿐만 아니라 정당한 편의의 제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호주의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으며, 이를
노동 효율성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주거 서비스
호주의 지원 프로그램 중 주거 서비스의 비율이 37%에 이르고 있으며, 주거 비율의 3%만
이 시설에서 거주하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97%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시설 거주자의 비율이 높은 데 그
이유는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환경적, 경제적 요인이 아직 구비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는 시설물 접근과 관련하여 단지 2.8%의 진정만이 있고 가족과의 동거가 46%
에 이르는 것을 보았을 때 주거서비스에는 아마도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과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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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인과 장애 가족을 지원하는 지역 코디네이터의 제공이 아마도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생각되는데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후견인 제도
우리 나라 역시 올해부터 성년후견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문
제가 성년후견심판에 있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을 해
야 한다는 것과, 후견심판에 있어 피후견인의 정확한 의사를 알기 위해 다양한 관계인의 참
석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는 것과 후견인의 실효적 감독 필요성이다.
이에 대해 호주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제도화 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지금 시행중인 성년후견제의 보완적 사항에 대해서 많은 함의를 줄 것이라 생각된다.

5.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우리 사회의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3. 12월 현재 총 6,187건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
되었고, 그 중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된 사건은 3,191건이었다. 그 중 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사건은 319건, 조사중 해결된 사건은 1,703건, 합의 종결된 사건은 246건으로, 모두 2,268건
(71.7%)의 차별시정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시정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큰 역할
을 하였으나, 이를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적인 변화를 견인 하는데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 장애인차별금
지법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의무이행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과 관련이 있다.
특히, 관련 법령의 정비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함에 있어 불가피한 요소로서,
예를 들어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증진을 위해서는 ｢건축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더불어,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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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차별의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서는 직접차별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거
나, 또는 차별에 대한 내용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실무상 적용하는데 어려
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적･ 발달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및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지
적･발달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된 정당한 편의가 지원되어야 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그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의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6. 나아가며
장애인의 인권증진은 자립생활기반 마련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 그리고 노동과 소
득보장, 건강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시드니 올림픽때 시각장애인이 올림픽위원회가 운
영하는 웹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세계 최초로 손해배상을 인정
한 호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토론회에 언급된 호주의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이 우
리 나라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의 개발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수반할
때 비로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에 대한 사후적 구제가
아닌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인권교육은 필수적이므로 이를 활성화 하여 장애인
과 비장애인 동등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및 제도적 환경이 구비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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