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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양 원 태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상임 표 양원태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심어진 곡식과 과일들을 수확하고 그 

결실들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황금같은 계절입니다. 현 의 산업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

되었다지만 계절의 변화는 몇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18년 장애정책박람회를 늦은 가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정책의 공론화, 장애인 당사자참여와 안 모색. 정책발전의 방향 제시를 캐치프레이즈로 걸

고 거행하는 이 행사는 장애인계의 정책적 논의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

해보고 새롭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안을 마련해 보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나아가 장애인계

를 넘어 시민사회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애인/비장애인의 평등을 위해 소통하

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큰 행사가 조금 늦어져 한해를 바쁘게 정리해나가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부담이 되는 것 같

아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2018 장애정책박람회의 중점 테마는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과제”로 최

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포괄적 이슈 제기와 장애주류화 전략에 해 본격적인 



인사말

∙ 7

논의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볼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삶은 모든 분야, 모든 부서에서 향을 

받고 있고, 전 생애에 걸쳐 아직도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의 삶은 사회가 만

들고 측정하는 사회지표상으로도 비장애인과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상으로한 인권유린이나 학  사건 또한 여전히 

잊을만하면 한차례씩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편적인 시민사회는 장애인

을 배려하기 보다는 배타하고 차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평등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장애 주류화 성취는 사회의 새로운 평등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로 인한 차별과 격차가 없는 세상, 미래의 평등한 삶을 위해

서라도 장애주류화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 성취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애정책박람회를 준비과정에서부터 참여하여 주최∙주관하는 한국장애

인단체총연합회,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

센터, 정신장애인권연  카미,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 여러분과 총괄주관하시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8.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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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광 환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 표 김광환입니다.

어느새 찬바람이 불어오는 11월입니다. 드높은 하늘과 맑은 햇살 사이로 오색 단풍이 찬란

하게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 장애정책박람회를 마련하느라 애쓰신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양원태 표님, 그리고 장총련과 함께 장애정책박람회에 참여해 주신  

장애인단체의 표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국회일정에도 불구하

고 함께 공동주최로 참여해 주시고, 기꺼이 시간 내주신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장애정책박람회는 중점 테마로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전략화를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우리나라의 장애정책 방향성을 가늠하

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 합니다. 

특히 장애주류화 정책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장애주류화는 우리사회 장애인 당사자의 법적, 제도적 참여를 통해 사회자원이 평등한 방

식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받기 위한 전략

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주류화의 목표는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 기회균

등,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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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위한 정책의 기조는 우리 장총련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에 한 적극적인 논의로 이어져서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보장

체계가 없는 우리나라 장애정책환경의 변화를 촉구하는 뜨거운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 2018 장애정책박람회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 안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됩니다,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국내 이행 확 를 

위한 코이카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과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제도화 이후 발전방향 등 장애인

정책의 거의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명실상부한 장애정책박람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논어의 술이편에 나오는 삼인행 필유아사(三人行 必有我師)란 말이 불현 듯 생각나는 군요. 

이 말은 ‘3명이 길을 갈 때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 장애정책박람

회는 장애인 당사자단체들이 모여 서로 우리나라 장애정책에 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한 

결정체일 것입니다. 

장애정책박람회가 ‘길’이었다면 이번에 함께한 모든 단체가 모두 ‘벗’이며, 서로의 ‘학생’이

고 ‘스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느라고 불철주야 노력

하신 각 단체의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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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 

안 진 환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대안, 

우리의 욕구와 목소리로 당사자의 참여와 변화를 이끕시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 표 안진환입니다.

우선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토론하고 안을 모색하는 장애정

책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 정책을 공론화하고 당사자 참여와 안을 모색하며 정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2018 장애정책 박람회”가 작년에 이어 2회를 맞이하 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올해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장애인 정책은 장애를 가진 이 땅의 모든 장애인이 표가 되는 것이어야 하며 작

은 일상생활에도 우리의 힘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부터의 시작과 우리의 모

든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성숙한 우리 사회의 통합적 정신에서 그 힘은 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힘을 상호간에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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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목소리를 내야하며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

입니다. 이 땅의 중증장애인과 연 하여 힘을 발휘하는 책임과 역할의 몫은 정부도 아니요, 

정치가들도 아니요, 전문가들도 아닌 우리이며 우리 모두가 연 로 똘똘 뭉치고 여러분들께

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야 합니다. 

올해는 장애계의 현 이슈인 커뮤니티케어와 자립생활, 장애주류화 정책,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쟁점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자리를 통

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환류체계로 정착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애정책박람회를 총괄주관하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

연합회,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정신

장애인권연  카미,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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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회장

구 근 회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회장 구근회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함께 해주시는 기동민 국회의원님, 여러 장애관련 단체장님들과 

실무진 여러분, 그리고 장애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장애 관련 정책이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서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공론화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명확한 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정책의 개선과 발전은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도 장애계의 많은 분

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자리로 「2018년 장애정책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8 장애정책박람회는 장애계의 각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을 모아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참여하여 장애계 정책을 공유하고, 사회의 변화

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에 해 제안과 논의를 진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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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가 장애정책에 관한 보다 폭넓은 사회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장애계의 바

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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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

권 오 용

안녕하세요 

당사자참여로 장애정책을 공론화하고 안을 모색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2018년도 장애

정책박람회를 공동주최하며 총괄 주관기관인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양원태 표님과 공동

주최 기관인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한국척수장애

인협회,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공동주최기관의 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사)정신장애인권연  카미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법인으로 우리나라 심리사회적장애인

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실행되

도록 노력해 오고 있지만 다른 공동주최 기관과 단체에 비할 때 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박람회에 함께 장애정책을 토의하고 제안하는 자리에 참여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부가 장애인등급제 폐지 공약에 하여 예산의 반 이 없는 명목상의 정책수행의 

태도로 장애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에 있어서도 그 

전제가 되는 “탈 시설·자립생활”이라는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시설수용의 실태조사와 탈

시설 후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참여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을 장애인 당사자 

표들의 참여를 통해 수립하지 않고 전문가와 공무원들 위주로 행정편의적인 구태의연한 정책

을 세우는데 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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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민국의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장기입원과 입소

위주의 시설수용의 현실에 하여 심히 우려하며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권리보장을 

권고한 바 있고 그 이전 한민국의 정신건강시스템을 점검 평가한 OECD도 정신질환자들

의 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를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회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지원

에 한 준비 없이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신건강복지법을 시행하 으나 그 시행 후 

실제 퇴원한 환자는 4%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박람회에서는 이러한 정신병원과 요양원에 장기 입원 수용되어 있는 심리사회적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실질적인 내용들도 심도 있

게 토의되기를 기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책박람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된 후 그 성과가 잘 정리되어 정책에 반 될 

수 있기를 기 하면서 그 동안 행사준비와 실행을 위해 수고하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

럼 양원태 표님과 각 기관의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가름

합니다.

2018.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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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 상 호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정책박람회 등은 이미 오래 전 북유럽에서부터 자리 잡아 약 20

여 년 전부터 브라질 등 남미까지 포괄하고 있다.

한국 역시 10여 년 전부터 시민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흐름이 서울시를 넘어 공공부문까

지 내려 와있다.

뜻은 간단하다.

의회를 중심으로한 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주민과 시민을 모시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 역사의 단상에 장애인당사자를 모셔온다.

이러한 희망의  준거에서 결함과 아픔은 이러하다.

박람회에서 소개될 장애정책들 중에 국회 발 작품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을 모셔야 할 국회가 장애정책에 한 appeal과 소개가 없다는 것이다.

아픔은 지난 20년간 이어온 국회 장애계 비례 표가 16년에 불발되면서 장애계는 한민

국 정치현장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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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으로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장애 주류화이다.

사랑으로 함께 하자던 자선의 소리도 아니요,

정책 소비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지 못했던 홍길동의 후예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

이후 장애 정책은 option 이 아닌 

main stream이 되어야 한다는 준엄한 선언이다.

장애정책의 비극과 정비례한다.

한민국의 모든 사회적 약자는 버스비 1,200원만 있으면 버스를 탈수 있다.

장애인당사자만 빼고 말이다.

결함과 아픔을 딛고자 하는 비극의 우선순위에 소득과 정신장애 정책을 올렸다.

주류에서 배제된 비주류가 이런 우선순위를 말할 때는 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잘 살펴 주시라!

250만 정책 소비자를 말이다.

2018.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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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지예산과 장애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이혜경 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12:05~ 토론 4. 장애여성 주류화 방안 
김효진  대표

[장애여성네트워크]

12:20~ 질문과 답변 좌장

12:30 사진촬영 및 폐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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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장애주류화 전략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교수

Ⅰ. 시작글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는 장애에 한 접근 관점의 변화, 사회환경

의 변화 등에 따른 여러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의 장애관점이 장애에 한 

의료적 관점이었고, 이러한 접근에 초점을 둔 정책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다. 따라서 장애인

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참여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보다는 비장애인과 장애인간

의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1990년 에 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

며, 국도 2005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독일도 2002년에 장애인평등법을 제정

하 다. 특히, 독일의 장애인평등법은 장애인 평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

고, 그밖에 장애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생활 역의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제화하 다(권선진 외, 2012). 우리나라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2007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34조제1항에서 국가의 장애인에 

한 평등 실현 및 사회보장 실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장애인은 

복지의 상인 동시에 평등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장애주류화 정책이란 장애의 상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장애로 

인하여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곤란으로 인한 문제에 한 정책적 배려, 장애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참여나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 예산, 

사회제도적으로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 한 정책적 함의를 고려하여야 한다(권선진 외, 

2012). 따라서, 장애주류화 정책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정

부의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 욕

구를 충족해야 하며 그것을 위한 정부의 활동이 복지정책의 목표로 나타나야 하며, 그 정책목

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평등권보장, 완전한 사화참여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장애주류화란 “기존의 사회구조와 규범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모든 사회정책에 있어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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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참여와 사회자원이 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도록 장애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사회시

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에게 공평한 기회와 접근을 통하여 장애인지적 관점1)에

서 정책의 계획･예산･시행･평가･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정책의 과정에 장애주류화

의 철학적 관점을 반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

애주류화 정책은 “장애인의 참여와 사회자원이 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도록 장애를 적극적

으로 배려하기 위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구조와 규범에 관한 정책”이다. 

장애인정책에 있어 중요한 4가지 요소는 주체, 상, 방법, 재원인데, 이를 온전하게 이루

어내기 위해서는 법제도 및 정책, 집행 예산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장애주류화 전략은 장애인

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내용적으로는 장애인지예산2), 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한 장애

향평가 등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애주류화 접근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법과 제

도에 반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장애주류화에 대한 이해

1. 장애주류화 발전과정

(1)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적 모순을 제거

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의 관련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는 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고 장애인도 인간이므로 다른 비장애인들이 누리고 있는 기본권들이 당연히 장애인에

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공통적으로 평등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들

이 기존의 구조, 정책과 관행에 의해 배제되는 주류 사회로부터의 차별을 받아왔다면, 이러한 

장애인의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류화가 필수적이다.

주류화(mainstreaming)는 공동체의 각기 다른 구성요소, 특히 불이익을 받는 그룹에 

한 계획수립, 이행, 평가의 시점에서 모든 정책의 특정한 효과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사회 주류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 형태로 모든 사

회 역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장애주류화 이슈는 나라

1) 장애주류화의 선행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지적 관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
려하여 장애평등의  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구조와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한 관점”으로 정
의될 수 있다. 

2) 장애인지예산이란 장애인정책 영역에서 기존의 시혜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인권에 바탕을 둔 관점에서 
장애인의 시설과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
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
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제시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된다(김동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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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다르다. 어떤 국가에서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주류화가 적용

되고 있다. 장애주류화가 장애인을 위한 평등한 기회, 반차별, 접근성을 달성하는 전략이긴 

하지만 자원의 더 나은 활용, 사람과 공동체의 재통합 촉진, 장애인의 권리 인식 고양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한마디로 장애주류화(disability mainstreaming)는 장애인에 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장애주류화 발전과정은 5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권선진 외, 2012). 제1단계에서는 

1980년의 국제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장애의 정의를 제시하면서부터 장애주류화는 시작되

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제2단계는 ICIDH의 장애분류의 등장이고, 이는 제3단계에 가서 2001

년 WHO가 제시한 ICF 장애모델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즉 장애를 기능장애로만 보던 시각

에서 벗어나 활동과 참여까지 확 하는 장애개념의 발전이었으며, 제4단계는 BMF(비와코선

언)3)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체결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장애주류화가 발전하

게 된다. 이는 제5단계(사회통합 단계)에 가서 장애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통합

(social inclusion)으로 발전하 다고 볼 수 있다. 

(2) Miller와 Albert(2005)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

애주류화의 교훈을 8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① 장애 및 개발에 관한 명확한 방침

성 주류화의 경험에서 보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는 모호한 상황을 보다 분명하

게 하고 성평등에 한 조직의 실행과 이 주제를 다루는 직원들에게도 명확한 신호를 보내주

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장애주류화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② 장애평등 의제(agenda)를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구조

장애평등에 있어서는 보다 강한 조직을 포함하여 쌍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즉, 성 

주류화에 한 관심이 조직을 통해 통합되는 메커니즘이었다는 점과 성 주류화 이슈가 주변

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속에 성 전문가를 배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주류

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③ 장애주류화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직원과 장애평등에 대해 지지적인  조직문화

“장애통합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도 조직구성원의 장애관련 문제의 인식, 지식과 경험

3) 2002년 10월 UNESCAP의 고위급 정부 간 회의에서 새로 연장된 아･태 장애인 10년에서 정책지침으로 
BMF(Biwaco Millenium Framework for Action towards an Inclusive, Barrier-free and 
Rights-based Society for Persons with Disability)가 채택되었다. 비와코선언(BMF)은 “통합적이며
(inclusive), 장벽 없는(barrier-free) 권리 중심의(rights based) 사회 건설”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아･태지역 차원에서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BMF의 7가지 실천 역은 ① 장애인 자
조단체, 가족 및 부모, ② 장애여성, ③ 조기발견, 조기개입 및 교육, ④ 자 업을 포함한 훈련과 고용, ⑤ 물리적
환경과 중교통의 접근성, ⑥ 정보, 의사소통, ⑦ 역량구축, 사회보장 및 프로그램을 통한 빈곤퇴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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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많은 조직들의 목적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

한 장애 배제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장애에 한 인식의 부족과 보다 통합적인 실천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의 인식부족이라 할 수 있다”(Yeo, 2003). 

④ 정책관련 연구 및 정보의 필요성

⑤ 장애주류화의 실천도구와 가이드라인(guideline)

장애주류화에 관한 근거서류로써 더 많은 실천적인 도구 및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한다. 우

리는 실무자들이 사용할 많은 지침이나 도구들이 있는 성주류화에서 이러한 도구의 관련성과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⑥ 모든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포함시킬 것

여성의 참여가 성 주류화의 핵심 요소인 것처럼 장애인에 있어서도 “우리가 없으면 아무 

것도 없다”와 마찬가지로 장애주류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장애인의 참여이다. 

⑦ 새로운 지원방식에 대응한 장애관련 이슈의 제기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이 비(非) 프로젝트 지원이나 직접적 예산지원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기금제공자와 정부 간의 효과적인 정책적 소통의 중

요성이 증 되고 있다.

⑧ 진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도구의 필요

성공적인 주류화는 장애인의 삶에서 일어난 실질적 변화의 측면에서 판단되기보다 그 변화

가 있게 한 체계의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2. 사회통합과 사회정책

사회통합이라는 용어는 integration과 inclusion 2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 간

에는 기존 문헌에서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오혜경･김가람, 2011). integration으

로서의 사회통합은 특정 계층에 한 불이익을 일정 수준에서 인정하고 이들을 현재의 상황에

서 수용하려는 다소 소극적 개념, 즉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적 통합이 주가 된다면, inclusion

으로서의 사회통합은 평화, 보장, 개발과 인권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애인의 인관계

를 포함하여 모든 사회 역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Atkinson, 2002). 

이처럼 통합의 범위가 확장되어감에 따라 통합전략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연구자들은 이를 

개인의 배제와 통합, 혹은 집단의 배제와 통합으로 나누었다.

결국 지역사회의 통합에 해 살펴보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사회자원을 똑같이 이

용하는 것,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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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익섭 외, 2003).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통합, 심리, 정서적 통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류화는 단순히 장애인을 사회 주류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닌 보

다 적극적 형태로 장애인의 생활능력과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서 답을 찾을 수 있

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을 ‘장애로 인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기제에 의해 불이익

을 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따라서 차별적 사회 기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장애인

에 한 차별여부는 해당 시책이나 시설이 ‘시민권’을 보장해 주고 있거나 보장해 줄 수 있는 배

려가 되어 있느냐는 것으로 판가름된다. 즉, ‘합리적인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를 

통해 ‘출발선의 평등(equal footing)'을 보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사회적 모델에서는 권리가 

중요해지며, 침해된 권리의 회복은 집합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사회행동에 의

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장애인에 한 사회적 배제는 매우 오랜 시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장애문제에 

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던 방편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야

기할 수도 있었다. 장애인과 관련된 또는 장애인에게 향을 미치는 장애정책의 다양한 형태

를 통해서 장애인에 한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노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Drake(1999)는 부정적 정책모델, 자유방임 정책모델, 단편적 접근정책 모델, 최적

정책 모델, 사회적 정책모델 또는 권리정책 모델로 장애정책 모델을 분류하여 설명하면서, 장

애정책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은 그러한 정책이 시민적 권리에 한 장애인의 

접근을 얼마나 확장 또는 제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장애 개념은 단계적 변천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장애에 한 진단과 문제의 해결과 치료를 의

학적으로 접근하는 개별화된 의료(재활)모델에서 장애인에 한 사회변화와 사회적 장벽의 제

거를 요구하는 장애의 사회모델로 전환되었다. 이제 장애인 문제는 UN 장애권리협약의 채택

정책모델 특 징

부정적 정책모델

(the negative policy model)
장애인의 인권 및 시민권 부인

자유방임 정책모델

(the laissez-faire policy model)
장애인 또는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 수행

단편적 접근 정책모델

(the piecemeal approach to policy model)
국가가 장애(disablement)에 하여 마지못해 단편적으로 접근 

최적 정책모델

(the maximal policy model)
국가가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가려내어 이들에 한 안 마련

사회적 또는 권리 정책모델

(the social or rights-based policy model)
국가에 의해서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

자료: Drake(1999)에서 재구성

<표 1> 장애정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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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장애의 권리모델(Right-based)’의 패러다임 정착이 가시화되면서 과거에는 장애인을 

‘객체’로 인식하 으나, 이제는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장애의 문제란 장애인 당사자 개인 

속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경제ㆍ사회ㆍ문화ㆍ정치적 맥락에서 인식하고 접근한다는 것이다.

3. 장애주류화의 요소와 기본원칙

‘장애주류화’라 함은 장애인지적 관점을 포함하여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평가, 혜

택 배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반 해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일련

의 정책이나 활동으로 규정된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 주류화는 장애에 관한 이슈

를 보다 강조하거나 또는 장애로 인한 부정적 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이

나 프로그램 및 정책적 수준에서 조직화에 관한 이슈를 통해 구조화된 방식으로 개입하는 과

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VSO, 2007). 따라서 장애 주류화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 완전

하고(full) 동등한(equal)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을 강조하고 통합(inclusion)을 

증진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주류화 모델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 조직적 실행(organizational commitment): 주류화 이슈에 한 중앙 조직의 실행이 

필요하다. 즉, 왜 이 조직이 필요한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에 입각해서 모

든 주류화활동이 수행됨. 

b) 인지/민감성(sensitisation): 일반 중들로 하여금 주류화 이슈와 개별적 관심을 통해 

참여를 촉구하는 과정

c) 일터(workplace)에서의 주류화: 직장에서 조직의 정책과 실천이 공평하고 비 차별적이

며, 장벽을 만들거나 부정적인 향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통합적(inclusive)이도록 

촉구하는 과정(예컨 , 작업시설이나 장비를 장애특성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달성)

d) 프로그램 주류화(Programme mainstreaming): 통합적이고 동동하며, 비차별적이며, 

장벽을 만들거나 부정적 향이 강화되지 않도록 조직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

e) 정책 주류화: 장애인을 배제시키거나 부정적인 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벽이나 정책

들을 바로잡는 과정

한편 장애주류화 노력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Mainstreaming disability in the 

development agenda, 2007).

a) 주류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책임 소재는 체계 전반에 걸쳐 기관 내에서 최고위 수준

에 달려 있다. 

b) 모니터링 진행을 책임지고 수행할 기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MAIN ISSUE |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방향 모색 토론회

∙ 29

c)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차이나 불일치와 같은 모든 역에 있어서의 이슈나 문제점들

을 초기에 파악, 진단될 수 있어야 한다. 

d) 주류화의 개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에 한 정치적 의지와 적절한 자원 할당이 

중요하다.

e) 장애 주류화는 의사결정의 모든 수준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넓히는 노력을 필요

로 한다. 

f) 주류화는 장애에 한 특정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법률로 체되는 것이 아니며, 

장애에 한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UN(2011)에서는 주로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장애주류화(Mainstreaming Disability)

에 관한 Handbook이나 사례집을 작성하기도 하 는데, 예컨 , 장애차별과 낙인(stigma), 

고용에서의 주류화, 프로그램에서의 주류화 등을 주제로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맥락보다는 

국지적인 사례에 한 소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장애주류화와 관련하여 핀란드의 경우 장애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한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는데(김동기, 2008), 이는 그만큼 핀란드에서 장애주류화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의 주류화가 보다 일찍 정책화될 때, 그 만큼 장애인지예산제도의 도입 

또한 그 만큼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류화는 위에서부터 아래

로의 주류화가 될 수도 있지만,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주류화가 현실적으로 보다 실효성이 있

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장애주류화 운동을 통해 무

엇보다도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한 사회적 공감 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점, 그리고 장애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입의 정당성을 충분히 얻고 있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동기, 2008).

2003년 최초의 Global Partnership of Disability in Development(GPDD) 회의가 헬

싱키에서 이루어졌다. 2004년 핀란드 장애활동가와 전문가가 GPDD의 TF 팀원이 되었다. 

핀란드 정부는 개발에 있어 다국간 장애주류화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3개국 중 하나이

다. 현재, 2004년 핀란드 개발정책(Finnish Development Policy 2004)은 장애를 성

(gender)과 환경(environment) 문제와 더불어 핀란드 개발정책의 중심이슈 중 하나로 명시

하고 있다(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 2004).

Ⅲ. 장애정책/제도 현황과 장애주류화 전략

1. 장애정책/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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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애인정책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지방 이양 등의 사업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중앙

부처간 사업의 중복문제의 해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사이의 단절

적 운 의 특성이 있으며, 장애인지의 관점이나 주류화 정책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여기서는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현행 장애인 관련정책 및 제도 현황을 ICF의 개념 틀

인 활동 역, 참여 역, 개인 역, 그리고 환경 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권선진 

외, 2012). 

1) 활동 영역

(1) 직업재활 지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주류화 정책적 측면에서 장애인의 직업적 재

활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점은 일률적이고 의학적 판정등급에 따른 배치가 이루어지는 상

황으로 근로능력 사정을 중심으로 한 장애판정기준 개선을 통한 분절적인 직업재활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직업재활시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노동시장에 한 직업재활서비스 및 고

용정보 등이 부족하고,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

금 적용에 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 개정의 방향은 차별적 고

용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고용조치’ 등과 같은 방안을 통해 주류

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2)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한 지원은 사회통합과 주류화에 있어 기본적 요소가 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도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탈시

설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의 실질적 전달은 부분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거주시

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심부름

센터, 장애인체육시설, 수화통역센터, 주･단기보호시설 등이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점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권

익 옹호 서비스’, ‘장애인 차별에 한 법률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돌봄지원 서비스’ 순으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따라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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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관 등 기존의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있어 장애인에 한 서비스 제공에 치중한 정책방향

을 권익옹호 서비스 방향으로의 장애인 요구를 반 하여 실시하고 특히 탈시설 후 지역사회

거주 희망자에 한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은 주류사회에의 통합을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써 의미가 있는데,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통합적 생활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화를 지양하고 

지역사회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책

임이 있다.

자립생활은 1970년 부터 장애정책 및 장애운동을 지배해 왔던 장애에 한 사회적 모델

의 확산을 통해 자립생활모델의 구체적 적용이 활발해졌다. 장애인복지법에도 탈시설, 자립

생활의 복지정책이 시설중심의 복지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규정을 통해 확인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그 목적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기본이념

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4장은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장애인의 ‘권리’ 임을 규정하고 있

으며 이 조항에서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

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탈시설 정책으로서 시설의 소규모화, 자립홈 확 , 지

역사회보호체계 강화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공공재활기관 확 , 문화여가 향유 

등의 책이 필요하다.

(4) 장애인활동 지원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법」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

고 있으나, 전체 1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 받는 장애인이 33% 정도에 불과하여 

장애인이 이 제도를 통한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활동지원 전달

체계는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는 서비스 신청서를 받고, 등급 조사 및 심의는 심사 전문기

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사회서비스관리원과 함께 활동지

원 급여 이용지원, 급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장애유형별, 연령별, 지역별로 수급률에 있어 차이가 있고, 특히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서비스 시간과 상자 확 (상한선 조정)에 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이에 한 방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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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검토와 전달(중계기관) 과정과 관리체계 문제점 등에 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활동지원이 주류화 정책을 위한 기초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중증장애인에 한 24시간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장애등급 확 , 가

족의 활동보조인 허용, 활동보조인에 한 교육 및 지원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연

동성 확보, 자립홈, 체험홈 이용자에 한 활동지원 실시 등이 필요하다.

(5)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 역에 장애인보조기구에 한 규정이 있는 바, 교육 등 관련

법에 장애인보조기구를 비치하지 않거나 이동 및 접근 편의를 위한 이동용 보장구의 여와 

수리, 보조견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를 정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차별모니터링 결과(2010)에 의하면 장애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들의 준비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애인보조기구를 비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15.8%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기관의 보조기구에 한 관심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자립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또한 사회에 통합

될 수 있는 기반으로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이행 강화 차원에서 보조기구 비치의 법적 의무

를 준수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6) 교육사업 운영지원

장애인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

제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에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교육의 방향으로 

모든 학령기단계에 있어서의 통합교육체계(inclusive education system)와 평생학습을 보

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5항에서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차별 

없이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성인교육, 평생학습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서도 입학 및 전학강요․거부금지, 수업, 실

험, 수학여행 등 교내 외 활동의 제한․배제․거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학생

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장

애인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시 교육보조 인력 배치, 통학 및 교육기관 내 이동 등 편의시설 제

공, 장애인보조기구 비치 및 의사소통 수단 제공 등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5차 장애인

정책발전계획에도 장애 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

육 기반 강화, 장애인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정당

한 편의제공은 장애라는 개인적 조건으로 인해 교육기회와 교육환경에서의 불리를 적극적으

로 보상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측면이라 할 수 있으며, 「교육기본

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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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 

장애주류화로서의 교육 역은 기본적인 교육권과 학습권의 보장, 차별금지, 장애이해 교육 

의무화, 친구나 교사에 한 인식개선 교육, 집단따돌림에 한 교육 확 와 함께 정책적으로 

교육비 지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2) 참여 영역

(1) 고용지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 노동과 고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도 고용의 역에 있어 차별행위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의학적 검사금지,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지도매뉴얼, 참

고자료의 변경,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 및 보조인 배치 등을 규

정하여 고용평등을 유도하고 있다.

장애인의 일반적인 고용지원 서비스는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장

애인고용시설 자금융자, 장애인고용시설 장비융자, 장애인고용시설 장비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

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지원(훈련수당), 장애인

고용사업주 무상지원, 장애인고용사업주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창업자금 융자, 장애인 

업장소 전세 지원, 장애인근로자 융자, 장애인 취업알선, 장애인 직업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분야에 있어 주류화와 고용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시 근로자

성을 인정하고 보호고용 시에도 장애인의 근로3권을 보장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보

조금 고용도입, 장애판정 개선을 통한 근로능력 사정시스템 도입, 근로능력별 고용서비스 개

발, 장애종별, 근로능력별, 직무별 지원고용 모델 연구 등이 요구된다. 

(2) 문화 및 체육 지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30조에서 문화적 삶과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참여를 규

정하여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적 환경 

접근성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있어 문화, 예술, 체육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하여 장애인은 장애를 사유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특정한 행동을 강요당하거나 분리․배제․제한․거부 등의 차별을 당하

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저소득가구 등의 소외계층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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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바우처 사업과 장애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지원, 장애인 

문화복지 지원, 장애인 체육시설 구축 및 개선, 공공문화시설 편의시설 구축 및 개선 등의 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문화바우처 및 돌봄 여행 

등을 통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여행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광이나 여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여행환경 개선에 한 예산은 없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에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 지원확

와 함께 시설 확 가 필요하다.

(3)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의 사회주류화와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권 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위한 협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단순한 예산지원이 아

니라 참여와 의사소통, 교류를 통하여 단체간 신뢰문화를 형성하는 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통합과 주류화를 위한 당사자 및 공무원, 지역사회 기관, 단체의 의견을 청취

하는 단계가 중요하며,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모니터링 과정에 충

분히 포함되고 참여되어야 한다.

3) 환경 영역

(1) 편의시설 확충지원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기반시설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서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 공동주

택, 통신시설에 해 법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해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는 2009년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시설물로서 편의증진법의 편의

시설 설치 상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 신축건물의 접근성을 위해 신축시설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화, 신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후 제거 방지, 신축시설의 설계에서 상세도면 첨부 

및 관련 기관 자문 의무화를 정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을 위한 통합적 생활환경이 마련되기 위

해서는 편의시설 설치가 확 되어야 한다. 매 5년마다 상시설에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근린생활시설, 문화여가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바 이들 시설에 설치

될 필요가 높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숙박시설을 비롯해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법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 으로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한 관련단

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 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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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인식 개선 지원

현재 장애인에 한 사회인식 개선사업은 정부부처별로 수행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에서 교육과정에서의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에 한 인

식개선 등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에 한 인식개선은 장애차별 예방이나 권리증진을 위한 

관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적되는 수단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가장 효과

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지만 인식개선 사업에 한 투자는 충분하지 않고 인식개선의 효과 또

한 적절히 평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에 장애에 한 인식개선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장

애인정책조정기구의 기능은 정책개발에 참여하는 기본적 기능만 수행하는 유형과 기본기능 

외에 보다 확장된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이 있는데, 확장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다시 그 

확장된 기능에서 인식개선에 한 평가･모니터링 등 보다 실질적인 기능으로 인식개선 캠페

인이나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의 

확 와 함께 종사자를 상으로 한 교육,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하여야 한다.

(3)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자는 기초생

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 주택 거주자이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

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

모하는 것으로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

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을 포함한다.

(4) 행정인프라 구축 지원

장애인정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할 일선전달체계는 장애발생시 조기발견, 조기개입 

그리고 자원의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일선현장에 적절하고도 전문성을 갖

춘 전달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계획에도 포함된 바와 같이 장애상태의 종합적 판단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한 바, 장애

등급 판정체계가 개선된다면 이를 체하여 장애상태를 평가할 체계가 필요하다. 이 체계의 

구축은 장애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마련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장애상태평가를 위한 전달체

계 구축이 더 중요하다.

장애상태 평가를 위한 전달체계는 항상 장애인에 한 서비스 제공과 연관되어야 한다. 단

순한 장애상태평가는 의미가 없고 서비스와 연관된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 관한 장애상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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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의미가 있다. 장애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팀접근이 필요하므로 현

행 장애인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와 직업재활전문인력 및 의료인력을 활용하되 통합적인 접

근이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5) 교통환경 개선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

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

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

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등록장애인 중 1급과 

2급 장애인 200명당 1 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편의성 향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 승차 확

인 의무화, 저상버스 차량 램프 반자동 또는 수동 변경 권고, 특별교통수단의 국고지원 권고, 

택시의 이용방법 모색,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에 한 접근 보장 등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과 통합을 위한 기반시설인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책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4) 개인 영역

(1) 주거지원

장애인에 한 주거지원은 양적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한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임

주택 장애인 우선공급, 장애인 다가구 매입임  및 기존주택 전세임  등의 지원제도가 시행

되고 있다. 최근 장애계에서도 탈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거권, 서비스 변경신청권 등 새로운 

권리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

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되

어 있으며, 장애인은 다양한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탈시설과 관련하여 시설 및 재가 장애인으로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낮 시간 동안 근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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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경우 그룹홈에서 생활할 수 있다.

(2) 양육 및 부양지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애아동에 한 지원은 재활치료서비스로 만18세 미만 뇌

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에 해 소득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

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은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부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소득기준 전국 100% 이하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의 서비

스를 바우처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아가족양육 지원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아

동으로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 1가정 당 연320시간 범위내 아동의 가정에 해 돌봄

서비스(장애아동보호 및 휴식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12세 미만 장애아동에 해 지원되며, 가족상담 등의 

가족지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치료지원 및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을 제공한

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 및 장애아동 양육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배치 등도 실시되고 있다.

(3) 정보통신 지원

장애인에게 정보접근은 사회통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

서 물리적 환경, 중교통, 정보통신, 그리고 중에게 개방되고 제공되는 모든 시설과 서비

스에 장애인이 접근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

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2009)의 장애인정보 관련 조항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제32조), 정보

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지원(제33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제34조), 정보격차해

소 교육의 시행 등(제35조) 등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

용 금융상품･서비스,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서 차별금지를 정하고 있다.

정보접근은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체로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 역에서, 뇌병변, 지적 및 발달 장애인은 재화․용역에서, 

정신장애인은 괴롭힘 등의 역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정

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과 시청각 중복장애인

의 정보접근성을 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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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시설 지원

장애인이 지역사회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장애인거주시설에 입

소할 수 있는 장애인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

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 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3) 입양기관 보호아동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설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

에 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공적 지원을 확 함

으로써 시설입소를 최소화하는 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5) 의료재활 지원

장애인의 의료재활은 의료비지원, 보조기구 건강보험 급여, 재활병원 운  등이 있으며, 의

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

애인에 한 급여지원,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  등의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해 지원한다.

(6) 생계지원

장애인에 한 소득지원은 장애인연금제도가 표적인데, 2010년 7월부터 저소득 중증

(1~2급, 3급 중복)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장애수당의 상자는 저소득 

경증(3~6급)장애인으로 변경되어 2012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은 월 3만원, 보장시설수급자는 월 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에 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득지원제도로는 장애인자립자금 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

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해 지원하며, 그밖에 취업을 통한 생계지원을 위해‘장애인일자리’를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에 해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 지원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

의 판로확보로 장애인 취업확  및 소득보장을 도모하며, 그밖의 각종 세금감면(상속세 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교육비 소득공제,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

한 간접적 감면제도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향을 주었지만 개인별로 이용경험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 지원제도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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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와 장애주류화

법제도에 있어서 장애주류화 전략은 장애 관련법이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인권 기반한 법으

로서 모양새를 갖추었는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법체계 전반에 장애 관련성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

행 장애관련 법률 내지 법규정이 장애주류화의 실질적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가, 즉 참여와 평

등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는 실질적 내용의 문제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현행 장애관련법의 체

계 속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1) 현행 장애관련법의 체계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오늘날 장애인 관련 법은 복지를 권리로서 인정하여 복지권의 주체로서의 장애인의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

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실질적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된 법제도인 것이다.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인권 및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과 

기능을 가진 법이었다. 즉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에는 장애인의 권리(제4조)와 차별금지(제8

조)에 관한 규정과 함께 의료･교육･직업･사회 재활 등에 관한 복지서비스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장애인복지법은 급부규범적 성격과 동시에 인권보장규범으로서

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지만 그 무게중심은 인권보장 측면보다는 국가의 급부의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사회보장급부의무 역시 그 목적이 국민의 사회권 내지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권보장의 범주에 아우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권의 역뿐만 아니라 자유권 및 정치권 등의 역에서도 차별이 발생하기 때

문에 이에 한 종합적인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은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현행법상의 체계로서는 장애인 인권보장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보아야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한 복지서비스 기

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외의 개별법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장애인복지법을 인권보장과 복지서비스의 기본법으로서의 두 개 축으로 하면서 개별 역

별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 관련 실정법으서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서의 체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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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은 법의 효력이 특별한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하고, 특별법은 일정

한 장소･사항･사람 등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예컨 ,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

지서비스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특수교육법이나 직업재활법은 

특수교육 또는 직업재활이라는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은 일반

법, 장애인특수교육법이나 직업재활법은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일반 개별법상의 특별규정

한편 장애인 관련 현행법에는 앞에서 든 개별법 이외에도 일반적인 법규정 속에 장애인 관

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정보

화기본법｣, 장애인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에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 운전면

허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등에 별도의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도서관

법｣, ｢독서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방송법｣, ｢ 유아보육법｣, ｢우편법｣, ｢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주차장법｣, ｢형사소송법｣ 등에 장애인 관련 규

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법률사항에 장애인 관련 규정이 특별규정으로 들어

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서는 그 법률 내에서의 법조항 사이에서 우선적 효력이 있는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장애인기본권과 법체계

① 장애인기본권의 의의

장애인도 당당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진정한 의미의 권리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리적･법적 측면에서 장애인기본권의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의 인권과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인권(human rights)이란 인간이면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당연한 권리가 ‘장애’라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에 한 부당한 처우나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거나 제거할 때에 비로소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

애인의 인권보장과 다름없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우주형, 2002).

이렇듯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그 배경에는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1차

적으로 큰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장애인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완

일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특별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편의증진보장법, 이동편의증진법, 중

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표 2> 장애인 관련법상의 일반법과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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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참여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 더 이상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

한 점에서 헌법상에 보장되는 기본권의 향유주체인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내용으로서 

‘장애인기본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의 인권과 구별하여 ‘장애인기본권’이란 

용어의 의미는,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인정받

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기본권’이라 함은 ‘장애

인이 장애로 인하여 처하게 되는 사회적 불리를 극복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참여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인기본권 보장은 바로 장애인의 실질적 평

등을 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기본권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그것의 파생적 권리

인 사회보장권(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이지만, 법이념적 기초는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념적 기초 위에 장애

인기본권의 내용은 크게 실체적 권리인 사회보장청구권과 절차적 권리인 자기관철의 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의료보장청구권, 교육보장청구권, 소득보장청구권 및 복지서비

스청구권 등으로 이루어지며, 후자는 권리구제쟁송권, 행정 및 입법참여권과 자주적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의료보장청구권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관한 제반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재

활의료의 제공,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동법 제18조), 국･공립병

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에서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을 수 있고(동법 제34조), 장애

유형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며(동법 제35조), 의료비 부담이 곤란한 장애인은 

의료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동법 제36조),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여 또는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66조). 장애인에게 있어 이렇게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는 바로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처하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상의 불리함을 극복하게 해주어 사회적 통

합을 가능케 해준다는 의미와 함께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장애인의 교육보장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연령･능력･장애의 종

류 및 정도에 따른 교육 실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입학거부금지 및 편의시설 정비조치 등(동법 

제20조)과 자녀교육비의 지급(동법 제3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교육보

장청구권을 장애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장애인등에 

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교육보장에 관한 특별법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자금의 여･생업지원･자립훈련비의 지

급･생산품의 구매･인증 및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규정(동법 제41~46조)을 두고 있으며, 한편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재활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

을 하고 있다. 이외에 우선구매특별법도 소득보장청구권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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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입법참여권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법 이념적 기초

인간다운 생 
활 권

파생적 권리 사  회
보장권

장애인기본권

교육보장청구권 : 교육재활
특수교육서비스

의료보장청구권 : 의료재활

소득보장청구권 : 직업재활, 
고용촉진, 소득보장

복지서비스청구권 : 편의시설, 
문화환경,
정보통신,
공공주택 등 

권리구제쟁송권 : 이의심사청구 등

자주적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직접적 근거

사회보장청구권
(실체적 권리)

자기관철의 권리
(절차적 권리)

<그림 1> 장애인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또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청구권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은 수화 또는 폐쇄자막 등의 방 , 

공공시설 등에의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안전사고에 한 안전 책조치 강구 및 선거권 행사

에서의 편의제공, 공공주택 등의 보급 및 문화환경 정비 등(동법 제22~28조)을 규정하고 있

다. 또 이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편의증진보장법｣에서는 장애인 등이 사회생활과 

사회활동참여를 함에 있어 시설･설비 및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접근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동편의증진법도 교통서비스 관

련 규정을 하고 있다.

한편 절차적 권리와 관련해선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조치에 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

구가 가능하고(동법 제84조, 권리구제쟁송권), 국무총리 소속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위촉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행정 및 입법참여권). 또 

장애인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63조).

이렇게 장애인기본권은 그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가 함께 보장될 때, 제 로 된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기본권은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소비자 주권으로서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실질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권리보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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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기본권 보장에 따른 법체계

장애인기본권 보장에 따른 현행 법체계를 재구성하여 보면 <그림 2>와 같다. 우선 특별법 

형식의 장애인 관련 법률 중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각각 장애인 인권보장규

범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급부규범의 기본법으로서 그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법은 장애인기본권의 총괄적 보장규범에 해당한다. 즉 장애인기본권 내용 전반에 걸친 사

항을 이 두 법은 권리보장과 서비스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 두 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실체적 권리보장 역(의료보장, 교육보장, 소득보장, 복지서

비스보장)에 따른 특별법 및 특별규정들을 분류하여 체계화할 수 있다. 또한 절차적 권리들은 

실체적 권리보장규범안에 함께 규정화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장 : 의료법, 의료급여법, 보건의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등  

교육보장 : 장애인등특수교육법,
유아보육법 등

소득보장 :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특별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직업안정법 등 

복지서비스 : 편의증진보장법, 
이동편의증진법,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독서문화진흥법,
주차장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

특 별 법
(특별규정 포함)

헌  법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림 2> 장애인기본권 보장에 따른 현행법 체계

이렇게 장애인기본권 이론에 따른 법체계화는 각각의 법률들의 성격과 그 내용상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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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화해줌으로써 그 법들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법들간에 내용

상 중복과 모순은 없는가, 다른 분류에 속하는 법들간에 마찰은 없는가 등을 점검해봄으로써 

관련 법률들의 체계적 정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기본권에 따른 법체계 정비

는 어느 법이 어떠한 장애인기본권을 핵심적으로 실제 보장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해주는 장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현행 법제의 이념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은 논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의 국내

외적인 규범이나 정책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주류화의 관점에서 인권존중, 생명존중, 전인

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 정상화의 존중, 기회균등 등을 들 수 있다. 이

렇게 다양한 장애인정책의 이념들이 법제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우리

나라 장애인 관련 현행법제의 표적인 법 내용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4가지 이념으로 정리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즉 보편적 인권보장,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고용･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그리고 자립생활(IL) 실현이다. 이 4가지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법제도가 실현해야 할 과제이면서 실정법상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보편적 인권보장

장애인 관련 법제가 추구하는 법적 이념은 1차적으로는 헌법 이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

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규범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인권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도 누구나 누리고 사는 보편적 인권

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중요한 보편적 인권 목록의 예를 들자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행복

추구권, 생명권 존중, 평등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일할 권리의 보장, 생존권 보장 등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 인권 외에도 헌법은 제34조 5항에서 ‘장

애인에 한 국가보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한 공공부조 근거규정이자 

사회보장권, 즉 복지(서비스)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보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보장을 현행법률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

지법 제1조는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보장”을, 직업재활법 제1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에서는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구현”, 장애인특수교육법 제1조는 “자아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렇게 

볼 때, 보편적 인권보장은 장애인 관련 현행법제의 중요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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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적인 규범으로서 ‘지적장애인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1971)’, ‘장애인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975)’,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등에서도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보장은 확인되고 있고, 우리나라 

장애인인권헌장(1998)에서도 보편적 인권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 정치적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등을 선언하고 있다.

(2)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권리 보장의 일반원칙으로서 제3조의 (c)항 및 (e)항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과 “기회의 균등”을, 동조 (b)항 및 (g)항에서는 “차별

금지”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 협약 제5조는 ‘평등과 차별금지’를, 제

12조는 ‘법 앞의 평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3조는 장애인복지

의 기본이념으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천명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1조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편의증진보장법 제1조에서

는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 이동편의증진법 제1조는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장애인 특

수교육법 제1조에서도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현행

법제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고용･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장애인에게 있어 일할 권리와 생존권 보장은 당연한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나, 이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고용과 직업재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회가 불가능한 경

우에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N의 장애인권리협

약도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각각 ‘근로 및 고용’과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규정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제 역시 이러한 현실적 욕구를 하나의 실정법상의 실현

해야 할 이념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념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구체적인 법률(특별법)을 든다면 직업재활법, 장애인기

업활동촉진법 및 우선구매특별법이 있다.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기 위하여 제정

된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통

해 소득보장 및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

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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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그래서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통해 소득보장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는 국민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다. 가장 최근에 제정된 우선구매특별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법 

역시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하여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한 것

이다.

(4) 자립생활(IL) 실현

장애인정책의 주요한 패러다임 변화의 하나는 자립생활(IL, Independent Living) 패러다

임의 등장이다. 이는 장애의 문제해결을 종래의 전문가 중심 관점에서 당사자 중심의 주체적 

관점으로 이동한 것이다. 즉 장애의 문제는 장애인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인식하에 문

제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선택권(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

서는 주체적 결정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보호활동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케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이

다. 이러한 자립생활 이념은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제3조 (a)항에서 ‘자립에 한 존중’을 천명하고, 또 제19조에서 ‘자립

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을 별도 규정하고 있다. 2007년에 전문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이

러한 자립생활 이념을 전면적으로 반 하 으며,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4장에서 명문화하

고 있다. 

3) 법제도에서의 주류화 전략

현행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은 18개로 파악되고 있다. 정리

하면 아래 표와 같다.

연

번
법률명

제정

년도
법의 목적 

주무

부처

1 장애인복지법 1981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

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

지 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

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

보건

복지부

<표 3> 장애인 관련 현행 18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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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법률명

제정

년도
법의 목적 

주무

부처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함.

고용

노동부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

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

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보건

복지부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005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

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

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

지증진에 이바지함.

국토

교통부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2005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

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중소

기업청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

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구현함.

보건

복지부

7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2007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

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

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

교육부

8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08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

의 생산품에 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

보건

복지부

9 장애인연금법 2010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

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

합을 도모함

보건

복지부

10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

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

복지부

11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201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특별한 복지적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

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

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보건

복지부

1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토

교통부

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5.20. 

제정

(2015.11.21.

시행)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 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

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

보건

복지부

1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5.12. 

29.제정

(2016.12.

30.시행)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

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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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장애 18법은 장애주류화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제도는 장애 관련 정책의 반 이므로 장애정책이 얼마나 장애주류화를 담보하느냐에 

따라 법제도의 내용도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헌법과 유엔장애

인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주류화의 내용을 법제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반

할 필요도 있다. 이는 입법권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할 것이나, 결국은 장애당사자들의 

노력의 결과가 현실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2)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수많은 일반법 속에 장애관련성을 어떻게 담아내느냐도 향후 살

펴보아야 할 과제이다. 이는 특별규정 필요성 유무와 더불어 법제도를 실현하는 정책 

속에 실제 집행 계획과 예산에 장애인지적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기도 하다.

Ⅳ. 마치며...

장애주류화는 목표가 아니며, 인권 기반한 평등 실현을 위한 전략이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

기 위한 장애인지적 관점의 접근은 여러 가지 추진 과제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 

정책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장애인 관련 분리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장애 향 분석 평

가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제도적으로 장애주류화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상설적인 기구

로서 장애인위원회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 향평가는 ‘일반 정책, 법률, 계획, 프로그램 등을 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

번
법률명

제정

년도
법의 목적 

주무

부처

15 한국수화언어법

2016.2.3.제

정(2016.8.4.

시행)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

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화체육

관광부

1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29.

제정(2017.12.

30. 시행)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

복지부

17 점자법

2016.5.29.

제정(2017.5.

30.시행)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

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함.

문화체육

관광부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전

부개정(2017.

5.30.시행)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

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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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장애평등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와 규칙 등을 

분석하여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현근식, 2016)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 향평가

제도에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 장애인지예산제도가 법제화되면 장애주류화 정책은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과제들과 함께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장애주류화 전략은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근거로 계속해서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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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의 장애주류화 사례와 그 이념적 함의

정지웅 배재대 복지신학과 교수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 유럽 국가의 장애주류화 적용 사례에 해 정리함

○ 유럽의 장애주류화가 갖는 이념적 의미에 해 고찰함

2. 연구의 배경

○ 그 동안 장애주류화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수행되었음: 

 첫째, 개발도상국에 장애주류화를 적용한 것을 주제로 수행된 연구들이 있음(황주희 

외, 2012; 서원선, 2016; 김승완, 2014; Jones, D., et. al., 2006; Miller and 

Albert, 2005). 

 둘째, 한국에 장애주류화를 적용한 연구의 경우, 장애인지예산과 장애 향평가를 주

제로 수행됨(김동기, 2008; 유해미, 2009; 김용탁, 2010; 이혜경 외, 2017; 현근식, 

2016; 서해정 외, 2013). 

 셋째, 개발도상국이 아닌 국가에 장애주류화를 적용한 연구는, 주로 유럽연합 국가들

에서 장애정책을 개발한 사례를 연구한 것들이 있음(Charlotte, 2011; Europe 

Disability Forum, 2007; Social Economy Europe et. al., 2007; Petra et. al., 

2016; Petra et. al., 2016; Social Economy Europe et. al., 2007). 

○ 위의 세가지 측면의 연구들 중, 국내에서는 첫째(개도국에서의 장애주류화)와 둘째(장애

인지예산, 장애 향평가)의 연구가 수행된 반면, 셋째의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진한 

가운데 있다고 판단됨. 

○ 장애주류화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장애인지예산과 장애 향평가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

는지 고찰하는 것이 요구됨. 이는 한국과 비슷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지니고 있는 유럽연

합의 적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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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장애주류화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함.

○ 뿐만 아니라, 장애주류화가 장애정책 이념으로서 가능성은 어떠한지 역시 고찰해 보고

자 함.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장애주류화의 정의 및 출현 배경, 유럽 국가에서 적용된 

장애주류화 사례 고찰, 장애주류화의 이념적 의의에 한 장애학적 분석 등을 실시하 음. 

Ⅱ. 장애주류화의 정의 및 출현 배경

1. 장애주류화의 정의

○ European Commission(2005): 주류화는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필요를 모든 정책

과 조치의 설계에 반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들을 위한 조치는 그들의 필요를 

특별히 충족시키는 정책과 조치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Europe Disability Forum(2007): 주류화란 장애인의 삶에 향을 미치는 조치를, 계

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할 때, 장애 관련 사항(disability aspects)을 사회, 국가, 지

방정부, 지역의 모든 차원에서 처음부터 각 과정을 통해 항상 통합하는 것을 의미함. 

○ Albert, et. al. (2005): 장애 주류화는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입법, 정책 및 프로

그램을 포함하여 계획된 행동에 장애인들에게 미치는 향을 평가하는 과정임.

○ 권선진 외(2012): 기존의 사회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모든 사회정책에 있어

서 장애인의 참여와 사회자원이 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도록 장애를 적극적으로 배려

하고, 장애인에게 공평한 기회와 접근을 통하여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계획, 평

가,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정책의 과정에 장애주류화의 철학적 관점을 반 하

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 황주희 외(2012): 장애주류화는 국제협력개발에 있어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가지

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뜻함. 장애주류화를 ‘장애포괄적개발’이라고 명명하고 있음. 포

괄은 어로 ‘inclusive’이며 이는 모든 개발프로그램에서 장애문제를 우선시하고 장애

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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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해 보면, 장애주류화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정책과 조치의 역에서 장애와 관련된 

사항을 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2. 장애주류화의 출현 배경: 국제 규범에 나타난 장애주류화1)

○ 2000년 새천년선언(Millenium Declaration)을 채택: 2015년까지 세계빈곤율을 반으

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모든 개발에 장애이슈를 포괄하

는 장애주류화 전략을 제안. 다시 말하면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장애

주류화(Mainstreaming disability in the development agenda)를 강조

○ 2008년 CRPD 발효: ‘개발된 일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있어서 장애인의 주류화 정

도’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 이는 CRPD에서 장애이슈를 모든 정책 개발 및 수행 등에 

있어 필수적인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

○ 새로운 10년(2013-2022)의 행동계획인 인천전략: 모든 차원에서 장애 포괄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세금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포괄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

○ ASEAN 정상회의에서 2011년 채택한 ‘ASEAN지역에서의 장애인의 역할 및 참여 증

에 한 발리선언’: 경제적･정치적 안정과 사회문화적 기반을 망라하여 그들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장애인의 효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 ASEAN 정상회의에서도 장

애관점을 주류화하기 위해서 2011년에서 2020년까지의 기간을 ‘ASEAN 장애인 10

년’이라고 선포

Ⅲ. 유럽 국가의 장애주류화 정책 사례

1. 개요

○ 1996년 EU에서는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UN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2)에 따라, 새로운  

장애전략이 채택됨. 그것은 다양한 정책 역에서 평등을 저해하는 장벽을 인식하면서, 

2003년부터 EU의 행동계획은 장애정책의 주류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음

1) 서해정 외(2013: 3-4)의 내용을 인용함
2) 이하, ‘UN표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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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estley 2007a, 2007b). 

○ 2005-2006년 유럽장애포럼(European Disability Forum)은 '지방정부에서의 장애

주류화(Mainstreaming of Regional Disability in Regional and Local Policies)'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아젠다22'(European Disability Forum, 2007)로 알려진 장애

주류화 전략을 적용했음(Petra et. al., 2016). 프로젝트는 2006년 12월에 끝남. 

2. 방법 및 근거3)

○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론적인 방법론을 정교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음. 아젠다22(The 

Agenda 22)는 스웨덴장애인연맹(The Swedish Disability Federation)에서 준비한 

방법론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 국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아

젠다22는 8개 참가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었음. 

○ 아젠다22 방법론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모든 장애 관련 정책 역을 포함하므로 매우 포괄적

 장애의 사회모델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장애에 한 인권 기반 접근법임

 지방 및 지역의 공공기관에 맞게 제작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장애조직(disability organisations)에 중요한 

역할이 부여됨

 아젠다22는 이미 17개 EU 국가에 25개 언어로 존재함.

○ 아젠다22는 장애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UN표준규칙을 이행하는 방법에 한 지방/지역 

정부의 도구임.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됨

3) 이하 제III장의 내용은 Europe Disability Forum(2007)을 축약하여 정리한 것임. 

(1) 좋은 계획의 특성: 좋은 장애정책 계획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UN표준규칙에 따름

 장애인의 조직과 긴 히 협력

 사회를 모범 사례로 제시

 명확한 장기 목표 보유

 조치에 한 구체적인 설명(책임 기관과 자금 지원)

(2) 동등한 파트너

 장애조직은 전체 정책 과정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포함되어야 함. 이는 기획, 실행, 모니터

링, 평가의 전과정에 해당됨. 

(3) 아이디어에서 장애정책 계획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지역 당국이 현재 UN표준규칙을 이행하는 방법에 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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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국 / 단체

○ 8개국, 12개 기관 참석: 

 유럽장애포럼(European Disability Forum, EDF), 유럽지방자치단체위원회 

(CEMR), 스웨덴장애인연맹(HSO), 네덜란드장애인위원회(VGPN), 벨기에장애 포럼

(BDF), 체코국가장애위원회(NRZP), 덴마크장애인단체협의회(DSI), 에스토니아장애

인회의(EPIK), 이탈리아장애인위원회(Consiglio Nazionale sulla Disabilità, 

CND), 라트비아장애인총연합회(SUSTENTO), 슬로바키아장애인협의회(NROZP v 

SR), 슬로베니아장애인단체협의회(NSIOS)

4. 주류화 프로젝트의 6단계 시행 전략

○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2005년 6월까지, 핵심그룹은 운 위원회와 함께 가능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시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함. 목표는 지역 조정자에게 장애

인 및 지역공공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었음. 

○ 이는 지역 정책계획은 지역당국이 조치를 채택할 때마다 가능한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

며, 다음을 포함해야 함: 

a) 조치의 목적(지역 당국이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약속한 사항) 

b) 이행 시기(연간/월간)

c) 할당된 예산(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d) 누가 시행을 담당하는가(항상 지역당국이어야 함)

e)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계획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도구

○ 이에 따라, 프로젝트 전략은 다음 6단계로 구성되었음: 

 장애인 상 공공서비스에 한 수요 목록

 편집, 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최고정책형성기구의 계획 채택

(1) 실무그룹 구성

 우선 각 시범지역에 실무그룹을 구성해야 했음. 실무그룹에는 장애유형별 장애조직 및 지

역 당국의 표자가 포함

(2) 장애인 욕구의 파악

 작업 그룹은 시범지역 내 장애인에 한 지원 및 서비스에 한 장애인의 욕구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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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결과(8개국)

○ 8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 음. 이들 국가들은 모두 매우 다른 역사적 배경과 정치

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나 지역적 차원에서의 장애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계획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협력이 조

성되어야 함. 

(1) 1단계 : 실무그룹 구성

○ 실무그룹은 모든 장애유형을 표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음. 장애유형포

괄운동(cross-disability movement)은 지방당국에 한 장애인조직의 위치를 강화

함. 그것은 지방당국의 단일한 중재자가 되고, 장애인들의 합법적 표기관이 되며, 

많은 회원들과 연계한 정치적 힘을 가짐. 

○ 따라서, DPO들은 공통된 목적(권리)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이 장애를 주류화하려

는 노력을 크게 증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음. 또한 당국도 장애

유형을 포괄한 조직을 활용한 자문작업이 갖는 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2) 2단계 : 장애인 욕구의 정리

○ 전략 시행의 두 번째 단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정리하는 것이었음. 새롭게 구성된 실무

(3) 지방당국과의 비공식 회의

 실무그룹은 주류화의 중요성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당국 표들과 비공

식 회의를 가졌음. UN표준규칙은 지역 장애정책 계획의 가능한 구조로서 도입되었음. 

(4) 공식 협상

 일단 실무그룹과 지방당국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지면, 보다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음. 

(5) 서면 합의

 이 합의은 지방당국과 실무그룹 사이에 진행 방법에 한 서면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

이었음. 이 합의는 장애정책 계획을 세울 때 발생하는 업무방식과 지방당국과 관련된 실무

그룹의 역할을 다룰 수 있었음

(6) 시행 및 평가 계획

 최종 결과는 22개의 UN표준규칙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기초로 한 장애정책 계획을 목표로 

하 음. 이 계획에는 UN표준규칙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요구사항과 실제 상황에 한 설명 

및 달성해야 할 목표 및 조치 목록이 포함되었음. 평가계획은 실행 및 모니터링에 한 자체 

평가도구를 포함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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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지방당국이 지원 필요성을 담은 문서를 준비해야 했음. 이 단계에서 부차적인 

목적은 지역 장애조직들이 변화에   한 희망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 덴마크의 Ny Stevns Municipality에서는 실무그룹이 공개시민회의를 계획했음. 계

획은 장애 정책에 한 예비 제안을 소개하는 것이었음. 시민들의 제안을 토 로 장

애인은 장애정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당국과 화를 나누고자 하 음. Vejen

시에서는 DSI 지부가 지방당국의 우선순위를 검토   한 후, 그 틀 내에서 매우 상세한 

행동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 음. 

○ 이탈리아에서는 설문조사가 공란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반응과 논쟁의 과정을 촉진하는 참여기법을 실험하기로 결정했음. 

 그들은 장애인의 욕구를 논의하고,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잇는 서비스와 비교했음. 

이러한 작업은 필요도에 관한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어떤 서비스와 개입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최종적으로 설문지 초안이 협회에 배부되었음. 이를 통

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의 우선순위 목록과 그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시작되

거나 강화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우순순위 목록이 작성되었음. 

(3) 3단계: 지방당국과의 비공식 회의

○ 세 번째 단계에서 도달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지역당국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조

직이 모든 정책 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각 지역당

국에 장애인의 생활 상황과 필요를 알리는 것이었음. 

○ 모든 정책 역에서 구체적인 결과(예산 및 정책결정 등)를 기 한다는 것은 매우 낙

천적인 것이었음. 그러나 이 목표를 장기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당국이 장애

인의 요구를 인식하고 향후 정책 계획에서 장애주류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화를 

즉시 시작해야 했음. 

○ 따라서 지역의 실무그룹은 장애정책 계획의 적합성을 당국과 논의하 음.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의 Parnu시에서는 시의회 의장, 기획부와 사회부의 책임자가 

실무그룹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했음. 처음에 그들은 단순히 22개의 UN표준규칙의 

의미와 역할에 해 논의했음.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아젠다22의 내용을 인

식하게 된 후, 회의 참석자들은 시개발계획에서 장애가 충분히 달루어지지 않았다

는 점에 해 공동 합의가 이루어졌음. 따라서 22개 UN표준규칙을 정책틀 및 아젠

다22의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장애전략계획이 구상되어야한다고 결정되었음. 단

계적으로, 장애인의 조직은 지방 당국의 신뢰를 얻었고 장애인의 요구에 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 

 여기서 다루어진 주제는: 수집된 의견(데이터)은 당국의 책임 하에 정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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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는 점, 지역문제의 해결에 장애인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찾

아야 하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장기 계획을 필요로 하는 문제 설정, 이

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에 한 것 등이었음. 

○ 그러나 지방 당국의 반응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음. 

 에스토니아의 Koonga라는 농촌마을의 당국자는 주민의 수가 다소 적었고 장애인

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장애인에 관한 문서를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

으며, 이에 따라 Koonga는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음. 

 덴마크에서는 Gladsaxe 자치정부가 행정업무량을 핑계로 삼아 협력하지 않았음. 

이것은 시 당국이 장애인단체들과 화하기 위한 어떤 주도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

다는 것을 의미함. 

○ 다행히도, 이러한 반응은 드물었고 다수의 지역당국은 장애조직과 협력하기로 하

음. 사실, 지역당국에 접근하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 음. 

(4) 4단계: 현지 당국과의 공식 협상

○ 이 단계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장애정책 계획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 덴마크에서는, 비공식적/공식적 협상은 법규에 의해 의무적이었기 때문에, 장애조직

은 지방 당국과 만나서 논의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음. 이는 모든 정책에서 장애

주류화를 이루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됨.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함. Gladsaxe 자치시는 구조 개혁과 함께 

2006년 6월 1일 최초 이사회를 개최하는 의무 장애 자문 위원회를 설립했음. 이사회

는 각기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 온 7명과 지방 자치 위원회의 7명 등 14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음. 두 달 후, 2006년 8월 18일 회의에서, 시의회에 장애 정책 계획의 준

비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 장애 조직을 참여시킬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음. 화는 

모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계획 프로세스를 적시에 수립하고 보장되었음.

○ 안타깝게도, 본 프로젝트의 모든 시범지역에서 상황은 똑같지 않았음. 체코의 브르노

(Brno) 시정부에서처럼, 본 프로젝트는 이 단계에서 실패하 음. 이유는 시의회의 반

와 장애안 단체들 간의 의견 불일치 때문이었음. 

○ 라트비아에서는 공식 협상과 협결이 쉬웠음. 시의회 의장과의 공식협상은 지방당국이 

반 하는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목표 음. 시의회와 실무그

룹 간의 서면 합의 내용이 논의되었음. 이후 당국에 의해 법률개정안이 마련되고, 다

른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장애인계획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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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단계: 서면 합의

○ 정책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두 당사자들, 즉 시와 실무그룹 간의 서면합의이었음. 이 

합의는 계획의 이행에 한 책임이 이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한 것이었음. 합의는 그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서명되었음. 

○ 본 프로젝트는 실시 기간이 2년이었는데, 시행전략에 설정된 모든 목표에 현실적으로 

도달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음. 전제 조건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어떤 실무그룹은 3단

계, 어떤 그룹은 4단계까지만 도달한 경우가 있었고, 소수만이 장애인정책 계획을 수

립할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체코에서는 세 지역 모두에서 UN표준규칙 전반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특정 사항과 관련한 개별계획만 수립되었음. 

○ 덴마크에서는 세 가지 시범지역 모두 아직 서면합의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정책이나 실행 계획은 아직 문서화되지 못했음. 

○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서면합의가 일반적인 용어로 작성되었지만, 아젠다22에 명시

된 조건에 따라 지방당국과의 더 큰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구성하 음. 

 이탈리아에서, Terni지역계획, Terni의회, Terni보건당국은 지역계획과 장애정책

의 공동계획 및 모니터링 등의 향후 활동에서 아젠다22의 방법을 채택하기로 약속

했음. 이것은 장애인의 생활, 건강, 교육, 노동에 한 기본권,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하겠다는 약속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Umbria 

지역사회서비스위원회은 아젠다22의 실험을 다른 Umbria 지역계획으로 확 하는 

것을 약속하 음. 

○ 라트비아는 상세한 장애정책 계획이 수립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 음. Talsi시

에서 서면합의서는 Talsi시 평의회 위원장과 SUSTENTO의 표(실무그룹 표)에 

의해 서명되었음. 양측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기로 함. 

 장애정책 계획의 실행에 있어 동등한 파트너 역할을 함

 현재 상황에 따라 계획의 시행, 모니터링, 평가에 관한 정보를 협력하고 교환함

 계획의 시행 및 모범 사례에 해 지역에 알림

○ 에스토니아는 지역당국에 의해 장애정책 계획이 채택된 나라임. 

 Vändra 시정부에서 장애정책개발 계획은 2006년 3월 지방자치위원회의 두 번째 

심의회에서 채택되었음. 이 서면 합의서는 장애정책계획의 시행책임을 확인하기 위

해 Vändra 농촌의회 위원장과 Vändra 장애인협의회 위원장이 서명하 음. 동등한 

파트너로서 행동할 책임을 짐. 또한 현 상황에 따라 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협

력하고 계획의 실행 및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것임. 합의 이행은 매년 한

번 논의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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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단계: 시행 및 평가 계획

○ 시행과 평가는 시의회에 의해 정책계획이 받아들여진 후에 이루어짐. 평가를 통해 시

행 결과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과거 정치인들이 많은 정책계획을 세웠지만 별

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계획"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가장 우수하고 포괄적인 정책계획도 시행 및 모니터링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시행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운동 표자를 지역당국의 활동에 

한 적극적인 동반자 및 감사자로 참여시키는 것임. 

○ 모니터링은 프로젝트 시행의 분석을 통해 정기적인 정보수집 및 단기 진행상태 점검

에 초점을 맞춤. 

 그러나 지역 조정자와 작업 그룹은 종종 모니터링에 한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지

식이 부족함. 따라서 라트비아에서는 모니터링 방법에 한 특별한 자료가 개발되

었음. 

 체코에서 파두비체(Pardubice) 지역이 좋은 예가 될 것임. 이 지역은 의회 표, 지

방 당국공무원, 장애인단체 표들로 구성된 특별합동감시위원회가 설립될 것임. 

이 조치의 결과로 장애주류화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생활 상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된 모든 질문에 해 평가가 실시될 것임. 

○ 8개국은 8개의 다른 결과를 낳았음. 

 프로젝트 결과는 모범 사례와 시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보여줌.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젠다22의 방법이 현지 상황에 매우 적응력이 높고 모든 

시범지역과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22개의 UN표준규칙의 이행 방법으로 받아

들여졌다는 것임. 

5. 평가

1) 지방정부의 장애주류화에 대한 이해 증가

○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단체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지방공공기관은 그 향을 받는 상 

집단 중 하나로서, 모든 시범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장애주류화에 한 이해가 증가했음. 

○ 이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벨기에, 라트비아, 이탈리아와 같

은 지역에 직접 주류화 방법을 확산하는 것이었음.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장애조직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지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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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해

○ 세 가지 파일럿 지역 모두에서 장애에 한 인권 접근(the human rights approach 

to disability)에 한 이해가 상당히 증가했음. 

 프로젝트 시행 전에 모든 시범사업 지역에서 장애조직들 사이에서 UN표준규칙에 

한 이해가 부족했음. 

 장애정책계획의 개발 동안 장애인들은 모든 시민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며 따라서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됨. 

Ⅳ. 장애주류화의 이념적 함의

1. 인권 모델에 기반한 정책적 접근으로서의 의의

○ 1990년  EU는 장애의 의료모델 및 복지모델로부터 차별금지 및 권리기반 접근

(anti-discrimination, rights-based approach) 방식으로 전환했음. 

 1990년  초, 유럽 집행위원회는 장애인단체들과 이들과 연 한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의 국가들로부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에 한 요

구에 직면했음. 

 1991년, 위원회가 이전 프로그램에서 추구했던 접근법을 지속하는 장애에 한 새로

운 행동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의회는 1996년 유럽연합 활동의 계획 및 시행에 장

애인과 장애NGO의 더 많은 참여를 요구(Waddington, 1996 : 125). 

○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유럽 전역의 24개 장애NGO로 구성될 새로운 자문기구인 유럽장

애포럼(EDF)의 설립을 추진하 음. 

 EDF는 EU 조약과 법률에서 장애권 확립을 위한 주요 단체로 급부상했음. 

 새로운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유럽의회와 함께 1993년 12월 브뤼셀에서 

유럽의 첫 장애인의 날과 유럽 장애인 의회를 후원했음. 이 모임은 인간의 권리로서 

장애에 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EU가 장애차별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요구(Waddington, 1996 : 126).

○ 위원회는 1993년 11월 사회정책에 관한 그린페이퍼(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3: 48)에서 장애권 운동에 한 접근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반응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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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장애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특수 설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주된 목표는 교육, 훈련 및 고용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사회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

주류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유럽의회와 장애NGO는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한 그린페이퍼의 요구를 환 하고 

장애에 기초한 차별과 싸우기 위해 위원회가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할 것을 요구했음. 

 1994년 사회정책백서에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EU가 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에게 조약 개정을 촉구했음. 마침내 1996년에 위원회는 장애에 한 접근 방

식을 극적으로 개선하면서 장애에 한 권리기반 접근 방식으로 나아갈 의사가 있음

을 분명히 표명(Kelemen, and Vanhala, 2010: 11). 

○ 이렇듯, 유럽의 장애주류화 정책은 인권 모델에 기반한 정책 변화의 흐름 속에서 추진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권모델은 사실 매우 오래된 인식체계이지만, 장애학(disability studies)에서는, 사회

모델보다는 이후에 조명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인권모델과 사회모델의 비교

○ 장애의 인권모델은 사회모델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일부 연구자는 사회모델과 인권모

델을 거의 동의어로 취급하지만, Degener(2017: 43-54)는 두 모델 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강

조한다(Marno and Rantoa, 2018 재인용). 

○ 첫째, 사회모델은 장애에 한 이해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요인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

지만, 인권모델은 장애인의 인간존엄성을 강조하는 장애정책에 한 이론적 틀을 제공함. 

○ 둘째, 인권모델은 '인권,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에

서 1세 와 2세 의 인권을 통합함. 

○ 셋째, 사회모델은 일부 장애인의 삶의 고통과 통증의 실재(the reality of pain)를 부분 인

식하지 못하는 반면, 인권모델은 일부 장애인이 실제로 그러한 어려운 삶의 상황에 직면한다

는 사실을 존중하고 그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 넷째, 사회모델은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의 중요성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반면, 인권모델은 '소수적, 문화적 정체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

○ 다섯째, 사회모델은 주로 장애예방을 강조하는 공공보건정책에 비판적인 반면, 인권모델은 적

절한 조직화된 예방 정책이 장애인의 인권보호의 한 예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 마지막으로, 사회모델은 왜 그렇게 많은 장애인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반면, 인권모델은 장애인 삶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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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주류화의 이념적 의의

○ 장애주류화는 인권모델에 기반한 이념 및 실천 기법으로서 위치지울 수 있다고 판단됨. 

 실제로, 유럽 국가들에서 추진되었던 장애주류화 정책은 UN표준규칙과 CRPD에 기

반하고 있음

○ 이는 사회모델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념으로서 가능성이 있음. 

 의료모델: 장애인의 손상에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재활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함

 사회모델: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이 장애억압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체제의 추상적 변혁을 꾀함. 한편, 사회모델의 향으로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정책이 발달함

 인권모델: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정책이 추진됨. 장애주류화를 적

용한 유럽연합에서도 ‘장애정책(disability policy)’이라는 표현을 썼음. 

장애모델 의료모델 사회모델 인권모델 문화모델

방법 수용, 재활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지역사회기반 생활, 

모든 영역 권리보장

무장애

개인별지원

이념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 장애주류화(?) ?

정책 시설정책 복지정책 장애정책 일반정책

3. 장애주류화의 가능성?

○ (한글 번역어로서)장애주류화의 용어에 한 오해가 실제 정책에 적용을 망설이게 할 수 

있을 가능성

 장애주류화는 ‘장애를 주류로 만들자’는 것이 아님.(‘장애가 사회와 정책의 모든 부문

에서 다루어지게 하자는 것’임).

 그런데, 마치 장애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는, 

비장애인이나 다른 소수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갖게 할 수도 있음

○ 단순히 용어 상의 문제 뿐 아니라, 장애주류화에 한 학문적 토  구축이 아직 미약하

며, 실제 장애주류화를 중진국 및 선진국에서 적용한 사례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주류화는 지금까지 논의된 장애이념 혹은 실천방법으로서 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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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 측면이 강하며, 이것은 향후 장애정책 발전에 함의를 갖는다고 판단됨. 

 주지하다시피, 장애주류화는 ‘장애정책’이라는 용어를 확 시키는 데 향을 미치면

서, 장애정책을 복지, 보건, 노동, 교육의 역에만 한정 짓지 않고, 정부의 전 역으

로 확장되게 하는 순기능이 있음. 

 또한 장애를 특별히 따로 떼어놓고 사고하는 것을 넘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점차 

흐리게 하는 사고방식을 확장하는 측면도 지니고 있음. 

 이를 좀더 과장하여 표현하면 장애의 문화모델의 실천이념으로서, 혹은 문화모델의 

실천이념을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기 해 봄. 

○ 장애주류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고찰해 보고, 장애주류화의 가치

를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역에

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때가 오기를 기 해 봄. 

문화모델: 문화로서의 장애

○ 장애의 문화모델은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장애학이 다학제적으로 접

근되는 북미에서 발전했다(참조, Michalko, 2002; Titchkosky, 2007). Junior and 

Schipper(2013: 23)는 문화모델의 주요 특징, 특히 그것이 의료모델 및 사회모델과 어떻게 

다른지에 해 개괄적으로 설명함. 의료모델과 사회모델은 각각 장애에 한 접근에서 한 가

지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문화모델은 다양한 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요

소에는 의학적 및 사회적 요인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한 요소에만 제한되지 않는음. 따라서 

문화적 접근법은 특정 방식으로 장애를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개념이 특정 문화의 맥

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Marno and Rantoa, 2018 재인용).

○ 스나이더와 미첼 (Snyder and Mitchell, 2006)의 연구는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 

방식의 이론적 윤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 이들은 특정한 ‘장애의 문화적 

위치’가, ‘장애인들의 의지에 반하는 위치’를 창조해 낸다고 논의함. 이러한 '문화적 위치'의 예

로는, 19세기 자선 제도; 우생학 기간 동안 장애인 수용 기관; 국제 장애 연구 산업;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의학 기반 다큐멘터리 화의 장애 표현, 장애에 한 현재 학술 연구 동향 등임. 

○ 이렇게 인위적으로 형성된 위치(manufactured locations)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 적 가

정, 특히 '오늘날 장애로 알려져 있는' 인간 차이를 분류하고 병리학적으로 구분한 후 다양한 

제도적 위치(Snder & Mitchell)를 통해 이를 관리하는 전략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또

는 제조된 장애지식의 위치는 장애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중요한 방법인 ‘진정한 문화적 

형태로서의 장애지식’(가령, 장애권리운동, 장애문화, 자립생활운동)과 구별되어야한다

(Snyder & Mitchell 2006: 4). 

○ 장애에 한 문화모델은 특히 농문화 이론가들(Holcomb 2013; Lewis 2007 참조)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장애공동체 내에서 점차 확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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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방향 모색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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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방향 모색 토론문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시작하며

○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장애인 특정정책으로 한정되지 않고, 일반정책에 장애인의 관점이 반

되어야 한다는 발제문의 문제의식에 공감함

○ 성별 향평가 제도를 비롯한 성 주류화 전략도 그 동안 여성정책이 일부 여성만을 특정해

서 접근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일반정책의 모든 정책수준에 성별 특성을 반 하고 고

려할 것을 요구하는 전략임

○ 이에 성별 향평가 제도의 도입 및 운  경험을 공유하며, 장애주류화 제도의 도입을 촉진

할 수 있는 요인에 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함

2. 성별영향평가 제도화 개요

○ 1995년 UN 세계여성회의에서 회원국 정부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

을 성평등 추진 전략임. 이후 우리 정부는 성 주류화 전략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준비를 

시작함. 국내적으로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2000년  초반에 성인지 예산운동이 전개되

었음

○ 우리나라 성별 향평가제도의 도입과정은 법적 근거 마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크게 세 단

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최초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운 하기 위한 준비기

(~2004)와 공무원이 실제로 분석평가를 실시한 도입기(2005~2011), 그리고 독립된 별

도의 법을 마련한 「성별 향분석평가법」 제정･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장기(2012~)로 

구분해 볼 수 있음([그림 1] 참조).



2018 장애정책박람회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과제

72 ∙

자료: 김둘순･정가원･문희영. (2014).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p.50. 한국여성정책연구원･KDI국제정책 학원

[그림 1] 우리나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제도화 과정

3. 성별영향평가 제도화 촉진 요인과 쟁점

가. 사전 준비 : 정책의 성 차별적 영향 분석 연구 축적

○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의 성별 향 분석 연구

 1990년  말부터 교육부, 농림부 등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있던 부처가 중

심이 되어 소관 정책에 한 성별 향을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함

 여성부 출범(2001.1) 이후, 2004년에 주요 정책에 해 심층 성별 향평가를 실시

하고 정책개선 과제를 도출함. 전문 연구자가 보건․복지, 인적자원개발, 기타 형사 및 

문화 분야의 10개 주요정책에 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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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형자 직업훈련  법무부 6  암 관리 정책 보건복지부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법무부 7  재직자 직업훈련 노동부

3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부 8  서울시 복지정책 서울시

4  농업인력 육성  농림부 9  충북 장애인 정책 충청북도

5  문화기반시설․생활체육시설  문화관광부 10  전북 노인 정책 전라북도

<표 1> 여성가족부 심층 성별영향평가 사례(2004)

자료: 여성부. 2005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p.2

 여성부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전문연구자에게 의뢰하여 정책의 성 차별 사례를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특정성별 향분석평가4)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있음

<표 2> 여성가족부 추진 심층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제 수

연도
심층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과제 

수

(개)

49 8 11 9 8 7 3 3 46 4 6 8 9 10 9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심층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목록(내부자료)을 참고로 작성

○ 의의

 일반적으로 정책이 성 중립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책결정자나 국민에게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 차별적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근거자료가 

됨.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해당 정책 소관 기관에 정책개선을 권고하여 개선이 이루어지

도록 함. 이를 통해 정책이 좀 더 성평등하게 남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

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 소관 기관의 정책개선 이행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

니라는 비판이 있음

나. 법･제도적 기반 마련

【준비기】

○ 최초의 법적 근거 마련(여성가족부)

4) 성별 향분석평가법 제정(2011) 이후 ‘심층성별 향평가’가 ‘특정성별 향분석평가’로 용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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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성별 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소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제1항 】

○ 정부 부처내 인식 확산 및 공감  형성

 제1차 여성정책조정회의(‘03.9.24), 여성정책책임관회의(’04.5.28), 국무회의시

(‘04.7.6) 성별 향평가 추진계획 보고

※ 국무회의시 통령 지시 : ‘정책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성별 향분석평가를 모든 정책의 입안시 반

할 것을 검토’

○ 성별 향평가 지침 마련 및 보급(‘04. 6월)

 

【도입기】

○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포함

 2006년에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던 국정시책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성별 향분석평

가 실시 과제수를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성별 향평가 실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됨. 

이 제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 반

 2006년, 당시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정에 성별 향분석평가를 적용하기 위해 

‘200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 계획 작성지침’에 각 행정기관은 성별 향분석평

가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 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

 

○ 법제처는 2006년에 ‘법제업무 심사관련 법령입안 심사기준안’에 법령입안 심사 시 성

별 향을 고려하도록 명시

○ 2006년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도 ‘2007년도 교육훈련지침’에 정책의 성별 향평가를 각 

부처 주요시책에 포함시키고, 5급 승진리더 과정에 성별 향분석평가와 관련한 교과목

을 반



MAIN ISSUE |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방향 모색 토론회

∙ 75

○ 통계청은 2007년에 통계법(제18조) 개정을 통해 통계작성기관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

고자 하는 경우,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사항에 해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명시

【확장기】

○ 별도의 독립 법 제정

 「성별 향분석평가법」 제정(2011. 9. 15) 및 시행(2012. 3. 16), 이후 여러 차례 제

도를 보완하는 개정이 이루어짐. 최근 다시 제도 명칭을 ‘성별 향분석평가’에서 ‘분

석’을 삭제하고 ‘성별 향평가’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 개정됨(2018.9.28. 시행)

○ 2018년에 중앙부처의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평가 지표’에 ‘성 주류화 정책 노력도’ 지

표 포함됨. 향후 중앙부처의 성별 향평가 실시 확  기 됨

○ 의의 : 성별 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지속

적으로 노력해 옴. 특히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 생산(성별 통계), 공무원 인식 개

선, 예산반 , 법 제･개정에 반 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성을 담보함

다. 평가도구 개발 및 추진절차 체계화

○ 평가지표 개발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성별 향평가 지표 개발(2005년 지침). 매년 지침 보급을 

통해 제공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며 수차례 개선함 : “항목 수가 많다, 이해하기 어렵다”==>평

가지표 항목 수를 줄여서 부담 완화시킴

 현재, 법령･계획･사업 성별 향평가별 각각 지표 개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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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예시)사업 성별영향평가 지표(2018)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p.56

○ 추진절차 체계화

 성별 향평가법 제정 이전(2005~2011) : 일방향 추진

해당부처 공무원이 성별 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해도, 여성가족부

는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했음 

 성별 향평가법 제정 이후(2012~ ) : 쌍방향 추진

해당부처 공무원이 성별 향평가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부



MAIN ISSUE |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방향 모색 토론회

∙ 77

처 공무원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함. 이 때 검토의견은 주로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함

 

○ 의의 

 (평가지표)공무원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평가지표 개발. 정책개선과

제 도출에 중점을 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분석평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추진절차 체계화) 성별 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도출이 강화됨

라. 공무원 성 평등 인식 강화 및 제도 이해 교육

○ 공무원 상 성별 향평가 제도 이해 및 분석역량 강화 교육 실시 활성화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교육 실시 중.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가공무

원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자치단체가 집체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

 성별 향평가책임관, 관리직, 5급 이상, 6급 이하 공무원 등 다양한 직급을 포함  

 공무원 교육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정부업무 합동평가 지표에 교육실

적 포함

○ 의의 

 공무원의 성별 향평가 제도 이해 및 성 인지 정책 이해도 높아짐. 성 인지 감수성 향

상 효과

마.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지원 기관 및 전문 컨설턴트 구축

○ 중앙 및 지역 성별 향평가 센터 지정･운

 2012년에 공무원의 성별 향평가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성별 향평가센터(한

국여성정책연구원) 및 17개 시도에 지역 성별 향평가센터를 지정하고, 중앙센터에 

3명, 각 지역센터에 1명의 전담연구원을 지원･배치함

 센터를 중심으로 성별 향평가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공무원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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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 성별 향평가 제도의 도입초기에 촉진 요인은 국제적 압력, 국가최고지도자( 통령)의 

지원, 총괄담당 행정기구의 설립(여성가족부), 여성단체의 요구 등이 주효하 음.

○ 성별 향평가 제도는 그 동안 제도화,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등을 강화시켜 왔음. 특히 

성별 향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성별 향평가 실시 과제수도 양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 음. 

하지만 과제수의 양적증가에 맞춰 정책개선 이행이 비례적으로 이루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

판이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43

[그림 2]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변화 추이

○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책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안했던 간에 성 차별성이 있는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함. 정책 의사결정과정과 집행과정, 정책결과

가 국민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회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는 것

이 의미가 있음. 이러한 분석평가 사례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이행을 하는 것은 제

도를 지속적으로 운  할 수 있는 동력이 됨

○ 일반정책에 장애 인지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정책

행위자(정부, 국회 등)와 장애인당사자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 예를 들면, 일반정책에 해 장애인지 관점을 반 하여 정책을 수립,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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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장애인 차별적 효과가 나타나는 지에 해 연구가 필요함. 

이러한 사례들을 축적하여 정책행위자를 설득하고, 장애인당사자의 공감 를 넓히며, 참

여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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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2 >

장애주류화 정책 논의에 대한 토론

이동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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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주류화 정책 논의에 대한 토론문

- 장애주류화 정책의 실천 논의를 중심으로

이동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두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면서 장애주류화가 아직은 생소한 사람으로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에 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정지웅 교수님께서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장애주류화를 설명해 주셨고, 우주형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장애정책과 법률

을 장애주류화 전략차원에서 분석해 주심에 따라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럼

에도 몇 가지 의문점과 이견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전개하고자 한다.1) 정지웅 교수님 

원고가 거시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정지웅 교수님 발제문에 한 토론을 먼

저하고, 이후 우주형 교수님 발제문에 한 토론을 하고자 한다. 

1. 정지웅 교수님 발제문에 대한 토론

정지웅 교수님의 발제문 중 유럽 국가의 장애주류화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주류화

라는 개념적 차원을 실천적 차원으로 구체화함에 따라 우리에게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 읽으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실천에 필요한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우주형 교수님 발제문 중 <(2) Miller와 Albert(2005)는 성 주

류화(gender mainstreaming)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애주류화의 교훈을 8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유럽의 경험을 보면서 현재 우리 현장에 꼭 필요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형포괄 장애운동(cross-disability movement)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장애

운동은 장애유형별로 분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장애유형을 더 세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장애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공유할 정

체성이 없다보니 장애운동이 더 약해지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손상의 정체성을 뛰어 넘어 장

애 정체성에 바탕을 둔 장애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유럽사례분석 중 “장애인단체들은 공통

된 목적(권리)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이 장애를 주류화하려는 노력을 크게 증 시킬 수 있

1) 장애주류화 정책에 해 아직 완전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지만, 일반 장
애 중의 눈으로 장애주류화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감히 토론을 했다. 그러다 보니 토론문에 논리
적 결함성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제자 및 청중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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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음”이라는 부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욕구의 정리 단계를 잘하기 위하여 심의(숙의)민주주의에 한 훈련이 필요하

다. 각 단체별로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주장하는 운동을 넘어, 여러 가치를 

통합하여 하나의 정책으로 모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심의민주주의 장애정치 필요한 시점이다. 

마찬가지로 타 역과 심의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계는 심의

민주주의에 한 교육을 확 할 필요가 있고, 타운홀미팅 등 심의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도구에 한 이해 및 실천이 필요하다. 결국 장애주류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타 역과 

또 장애 역 내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애정치의 질적 변환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유럽의 장애주류화가 갖는 이념적 의미에 한 고찰에 해서는 이해

가 가면서도 쉽게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발제자의 결론은 장애주류화가 인권모델에 

기반한 이념 및 실천 기법으로서 위치지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장애의 문화모델의 실천이념

으로서, 혹은 문화모델의 실천이념을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주류화와 인권모델 또는 문화모델과의 특이적 관련성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또 두 모델과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장애주류화가 사회모델과 배척되는 지점이 

나와야 하는데 이에 해서도 설명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인다. 사회구조에 의해 손상

을 가진 사람을 주류사회에서 배제하는 현상을 장애라고 정의하는 사회모델에서도 장애를 제

거하기 위해서는 손상을 가진 사람을 주류사회에서 배제하는 정책, 법률, 행정과 같은 사회구

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애주류화 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결국 장애주류화는 장애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장애이론(모델) 중 특정 모델에 포함되는 것

이 아니라, 의료모델을 제외한 각 모델에서 말하는 장애라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수

단으로서 공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주류화는 장애모델의 이념이 될 수는 없고 정

책수단 또는 전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주류화와 장애모델을 연

관시키려는 이론적 노력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2. 우주형 교수님 발제문에 대한 토론

우주형 교수님 발제문의 장애정책/제도 현황과 장애주류화 전략과 관련하여 정책별로 현

실을 분석하고 이후 장애주류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자체로도 장애주류화를 위한 정

책적 개선방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정책 개선방안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해 의문이 든다. 기존 개선방안이 이미 장애주류화, 장애통합적 관점

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장애주류화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석에 앞서 ‘장애정책의 주류화정책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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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먼저 밝혀주고, 이 틀에 따라 현재 정책을 분석하고 안을 제시한다면 보다 분석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장애정책의 주류화’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의 실천 방안에 한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

직 토론자도 개념 및 실천 방안에 한 정리가 명확치 않지만, 토론자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밝히면 다음과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첫째, 일반 정책 속에서 장애인 인권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정책이 장애인 통합적

인지(inclusive), 배제적인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지예산, 장애 향평

가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름다움(美)를 중시하는 미인선발

회를 개최하는 정책을 개발했다면, 이는 장애인에게 향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름

다음이 선(善, 정의로움)이고 신체적 아름다움이 결여된 경우 열등하다는 인식을 만들어 내는 

향이 있기 때문에 장애배제적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반 정책 내에서 장애인의 통합(inclusion)을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동(mobility) 지원 정책의 경우 일부 장애인들은 일반 버

스나 전철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몇 가지 지원정책이 결합되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보편적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저상버스, 시각적 안내 정보, 

쉬운 글 안내 정보, 청각적 안내 정보 등의 지원정책만 결합하면 부분의 장애인은 보편적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회참여가 가능하다. 지원의 양은 손상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편적 정책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보편적 정책에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을 높

여야 한다.

셋째, 첫째와 둘째와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특이적 정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저상버스 등의 지원에 의해서도 일부 장애인은 보편적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특이적(disability-specific) 정책이 필요하고, 이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정책,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필요해진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다 보니 장애인을 격리,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이 실제 장

애인의 사회통합 효과를 발생시키는 지에 한 향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재

활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좋은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 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장애인복지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

애인을 붙잡아 두는 역할만 하고 있다면, 이는 물리적으로 지역사회에 장애인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사회통합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한 예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분석해 본다면, 부분의 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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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는 장애

인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장애인반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학습 능력이 

부족 또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한 접근이 떨어지기 때

문에 참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접근

권(accessibility)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의 경우 

물리적 편의시설, 학습보조(예를 들어 목각을 하는 경우 나무를 이동시켜 주는 행위를 도와주

는 사람) 등이 필요하다. 지체장애인이 목각 수업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목각을 할 수 있는 능

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무를 옮기지 못해서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로 다른 손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에 맞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결국 장애주류화에 따른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장애인도 포함하는 

정책과 같은 보편주의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함께 정책의 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장애인에 한 스티그마가 

가장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

반 주차장을 넓고 충분하게 만들어 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하더

라고 장애인은 이동하고자 하는 곳에서 멀리 주차를 할 경우 이동하기에 불편할 수 있다. 이

런 이유로 주차장이 아무리 충분하다 하더라도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경우 이와 같은 장애특이적 정책을 통해 실제

적인 사회통합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오히려 장애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는지에 한 

면 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우 교수님 분석과 약간 다른 분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업재활 지원의 경우 정말로 첫째 정책 수단과 둘째 정책 수단으로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셋째 정책이 필요한지에 한 고민이 든다. 직업재활 정책이 의료모델에 따라 고용하

기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면, 장애주류화 전

략에 따라 과감히 직업재활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교육

사업 운 지원의 안으로 평생교육 지원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보편적 평

생교육에의 참여를 위한 장애특이적(장애를 반 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장애인거주시설의 필요성에 해 위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보편적인 일

반 집에서 사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 집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지원을 양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다 지원할 수 있다면, 굳이 장애인을 따로 모아 집단으로 거주하게 하는 거

주유형이 필요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지역사회에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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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돈을 지원해 주면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혼자 사

는 경우 밥을 못해먹고 옷을 적절하게 입지 못해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가

사지원을 하면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집단적 거주유형인 거주시설이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정

책수단을 찾은 것이다. 그 결과 장애인의 배제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도 있다. 그렇다면 현실

적 이유를 떠나 장애주류화의 시각에서 보면 집단적 거주유형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

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하는 정책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시설

입소를 최소화할 것이 아니라 집단적 거주시설을 없애는 것이 맞는 분석일 것이다.2)    

장애인등록제도에 한 비판적 분석도 필요하다. 행정적 필요, 즉 불평등한 장애인에게 사

회적 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평등도를 낮추기 위한 행정의 필요에 따라 장애인을 

구분하고 또 심지어 등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때 장애인 등록은 완장을 채우는 것이다. 하

지만 이로 인한 향을 평가해보면 장애인에 한 스티그마가 많아졌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는 다른 사람이라는 아주 안 좋은 분리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하 다. 이 경우 장애인 등록은 

견장으로서 작용한다. 그런데 어느 쪽의 향이 더 큰지에 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만

약 후자의 향이 더 크다면 당연히 장애인등록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3. 마무리

장애주류화는 장애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실천전략, 실천의 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

인다. 그렇기 때문에 EU에서도 주류화 프로젝트의 6단계 시행 전략을 개발하여 보다 구체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책 개발 및 집행에의 장애 참여를 높이기 위

해서는 민주주의에 한 실천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장애정치 

또는 장애운동은 현재보다 더 민주적 정책 형성, 정책 집행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장애주류화 입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주류화 입장에서의 

정책 분석틀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장애인지예산, 장애 향평가분석 등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아직 일반 장애 중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것도 사실이다. 이번 토론회를 기반

으로 보다 발전시킨 연구들과 실천방안들이 더 많이 도출되기를 기 한다.

2) 장애주류화 입장에서의 분석으로, 탈시설 논쟁이나 거주시설 필요성의 논쟁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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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주류화 정책 도구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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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주류화 정책 도구

- 장애인지예산과 장애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팀장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장애주류화 전략’과 ‘국제사회의 장애주류화 이념과 국가별 사

례’두 발제문 모두 장애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개발과 실현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기본적･철

학적 개념 고찰에서부터 해외 사례와 자료들을 분석하시어 장애주류화,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의 정책 개발에 시사하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발제 원고를 작성하신 두 분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원고를 통해 장애주류화, 장애인지제도(장애인지적 관점)에 한 필요성 논의는 이

미 10여년 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자께서도 지적하셨

듯이 국내의 몇몇 선행연구들을 제외하고는 장애주류화 또는 장애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이

나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서 그치고 있어 구체적 사례를 분석･제시하거나 실제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지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장애주류화 정책, 장애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개발의 필요성과 중요

성에 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고, 많은 전문가나 장애계에서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국내외 자료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토

론자는 장애인지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성주류화, 성인지제도의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한계로 인해 향후 장애인지제도의 도입과 이행에 과연 얼마나 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수행한 장애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서 장애인지제도의 지향점은 사회통합이

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특정적(장애분리) 정책 보다는 장애포괄적(장애통합) 정책으로 

접근이나 장애특정적 정책과 장애포괄적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인권에 초

점을 두고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 습니다. 이러한 것은 두 

분의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두 발제문에 체

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장애인지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장애주류

화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인 장애인지예산제도와 장애 향평가의 추진 방향에 하

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장애주류화’라는 용어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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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주류화(mainstreaming)라는 용어는 교육학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으며, 특수교육 상 아동이 사회의 주된 교육인 일반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

미합니다. 주류화는 Will(윌)이 주장한 개념이며, 장애 아동을 가능한 한 일반 아동의 생활 흐

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주류화는 장애학생에게는 학업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사회기술이 향상된다는 이점(https://en.wikipedia.org)이 있다고 합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애주류화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중심의 환경(흐름)에 포함되어 

장애인에게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주고 사회통합, 비장애인과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주류화가 강조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장애를 고려한 법률, 정책,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있

으나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교육, 고용, 소득, 건강, 문화, 주거 등 다양한 역에 

걸쳐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고,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서의 동등한 기회란 서비스의 양과 질적인 부분에서 비장애인과의 평등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의 보장, 서비스에 한 정보의 충분성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은 다양한 역에 걸쳐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즉 장애주류화 전략을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평등한 국민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지제도 추진 배경이자 당위성이 되는 것입

니다. 

장애인지제도를 도입･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

요하고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제도 실행을 위한 사회적 공감 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겠으나 이것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어왔고 장애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 를 형성하

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애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지제도 도입･실행을 위한 조건으로

는 장애분리통계구축, 장애인지예산제도, 장애 향평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한 개

념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방안에 하여 함께 언급하고자 합니다.

장애분리통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에 발생하는 불평등성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

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분리통계는 비장애인, 즉 모든 

국민을 상으로 수집･정리하는 모든 통계자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통계가 확보되어야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장애분리통계를 구축하는 

것은 장애인지제도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지예산은 단순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한 예산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또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법령이나 정책, 제도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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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 함으로서 불평등한 구조나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인지예산은 장애인지제도를 도입･실행함에 있어 중요한 도구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

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장애인지예산은 장애 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후속조

치이기 때문에 장애 향평가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 성인지제도에서도 성별 향분

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가 별개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두 제도의 연계방안에 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서 장애 향평가

와 장애인지예산제도는 함께 병행(병합)되어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장

애인지예산 실행의 전제조건은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장애인지예산에 한 근거가 추

가되는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장애인지예산은 

의미가 없으며, 장애인지제도를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 향평가는 장애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과정이며, 제안된 정책, 법률, 프로

그램 또는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종합적인 검토로 긍정적 

향과 부정적 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 2012)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 향평가는 장애인에 한 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

기 때문에 실시해야 합니다. 성별 향평가에서는 특정 향평가를 두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상으로 심층적인 연구

를 통해 정책적 개선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개선안은 해당부처에 권고함으로써 정책개선

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 향평가 역시 평가에만 그치지 않고, 예산으로 연

결되고 정책개선안이 도출되어 실제 정책에서도 반 될 수 있도록 장애 향평가 시 장애인지

예산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정 향평가의 성격을 띠고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

니다. 

앞서 밝혔듯이 장애인지제도 연구를 수행하면서 성인지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밖에 없었던, 

제도의 내용이나 형식이 매우 유사한 성인지제도의 사례를 통해 장애 향평가의 함의를 정리

해보면, 장애 향평가에 한 개념과 목표에 한 정립, 그리고 효과 및 성과가 명확해야 하

며, 실현가능한 제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제도란 법적 근거의 마

련, 관련 연구를 통한 데이터 구축, 관리행정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

고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한 행정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향평가를 통한 성과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도 정책의 성과를 판

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주류화 또는 장애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감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와 성과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해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본 토론회를 통해 사회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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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보장, 장애주류화를 궁극적 목표로 추진되는 장애인지제도가 현실적인 안을 

통해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장애계,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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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4 >

장애여성 주류화 방안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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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의 주류화방안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1. 장애여성 정책방향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다중차별을 받는 존재로서 장애여성의 문제

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장애주류화와 성주류화 관점이 동시에 반 되어야 한다. 성주류화 논

의는 1995년 세계여성 회에서부터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하 으며, 2000년

에 들어 성주류화 관련 연구 및 논의들이 전개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다. 성주류화 논

의로 인해 1990년  후반 장애여성의 이슈가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

나 이후 장애여성의 의제는 계속적인 관심에서 멀어졌다. 

한편 장애계에서 장애주류화 논의는 매우 제한적인데, 아직도 장애 문제를 ‘범분야 이슈’로 

여기지 않고 의료 또는 복지 차원의 특수한 범주에서 다루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성주류화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협소한 

관점으로 인해 장애여성은 줄곧 성폭력의 피해자로 부각되거나 임신, 출산, 양육 문제에만 관

심이 집중되면서 권리 실현에 제한을 받아왔다.  

일찍이 성정현･양숙미 교수는 장애인 정책에 성주류화를 반 하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

이 제언한 바 있다(성정현･양숙미, 2005). 

첫째, 성과 장애라는 특성을 차별이 아닌 다름과 차이로 인식하도록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

어야 한다. 

둘째, 장애분야에서도 성별에 따른 정보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주관적 경험과 삶의 현실을 반 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예산에서도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장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여성의 의견을 표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야 한다. 

여섯째, 장애여성의 교육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장애여성의 노동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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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장애여성의 건강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홉째, 장애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이동권,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주류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장애여성의 정책방향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다. 

1) 수요자 관점

1990년 까지 장애인정책은 공급자 중심이었다. 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서 장애인 

자신의 의견은 배제된 채로 전문가들이 이해관계를 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당사

자의 요구가 있었기에 재활에서 자립으로, 시혜와 동정에서 인권으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기에 이르 다. 장애여성 관련 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제까지 당사자의 요구와 

경험은 반 되지 못했기에 장애여성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에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가

령 장애여성 관련 최초의 제도라 할 수 있는 홈헬퍼사업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으

로 시행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장애여성 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던 것은 시사할 만하

다. 장애여성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진정 차별받고 소외되어 있는 장애여성 삶의 변

화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 인권 관점

장애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현실을 총체적

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기력하고 자기 의지가 결핍된 수동적인 존재, 

인권을 유린당하는 피해자이거나 인간승리를 이끌어낸 비현실적인 웅이라는 양 극단의 시

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건강하고 긍정

적인 측면이 부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노동하는 주체로서의 장애여성의 존재를 

드러내고 장애여성이 노동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밝혀냄으로써 장애

여성의 삶의 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안이 시급하다. 

지금까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안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수요자의 욕구와 거리가 먼 것은 물론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경증 

장애남성 중심의 한정된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에 그쳤다. 따라서 실제로 장애여성의 고용 

기회를 확 하고 고용시장에 진입한 경우 고용을 최 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장애여성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남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의무고용기회를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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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애여성이 공평한 의무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성평등한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무고용률에 여성 비율을 할당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채용목표제 등을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장애여성에게 공평한 의무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곽지 , 2009).

장애여성이 노동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는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를 제한당해왔던 성인장애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확 되어야 

할 것이다. 검정고시 등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 외에도 장애여성들이 사회인으로서 직업활동

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자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인장애여성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하다. 

3) 트윈 트랙 어프로치(twin track Approuch)

트윈 트랙 어프로치는 ‘장애의 문제는 범분야(cross-cutting)의 특징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트윈 트랙 어프로치의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동등한 기회와 권

리를 확보하는 것이다(황주희 외, 2012). 따라서 장애남성과 장애여성, 비장애여성과 장애여

성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 관련 정책에 젠더 이

슈를 포함하고 모든 여성 관련 정책에 장애 이슈를 포함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장

애여성의 특정 요구 및 역량강화를 위한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지원도 있어야 한다.  

한편, 장애 관련 정책과 법률에 장애여성 관련 내용을 녹이는 성주류화 관점, 여성 관련 정

책과 법률에 장애여성 관련 내용을 녹이는 장애주류화 관점 외에도 장애여성 단독 법률과 정

책이 병행되어야만 평등에 가까워질 수 있다. 장애여성의 차별이 워낙 극심하고 차별 양상이 

매우 복잡다단하므로 장애여성지원법이라든가 장애여성인권법 등의 단독 법률과 정책이 뒷

받침된다면, 장애여성의 권익향상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트윈 트랙 어프로치 방식

은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당시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두고 전 세계가 뜨거운 논쟁을 벌인 결과 

채택한 접근 방식이기도 한데(에이블뉴스 2006년 8월 17일), 결국 성주류화가 시도된다 할

지라도 극심한 소외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애여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긴급 처방이 필

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2. 장애여성 주류화를 위한 방안

주류화의 핵심은 장애인이 기획, 집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

여성 역시 모든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평가에 있어서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제까지 장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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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 지만, 장애여성의 경험과 요구에 다가

가지 못한 채 특수한 요구가 존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정책에서 장애여성 성인지적 관

점을 갖고 있지 못했기에 장애여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과오를 또다시 되풀

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장애여성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다. 

1) 관련 법률 정비 및 모니터링 

장애여성의 요구와 경험을 반 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정비가 필요하다. 

장애여성이 자조단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미처 가다듬기 전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장

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은 장애여성의 요구가 생물학적 조건에 기반해 있을 것이라는 

짐작에 의거해 임신, 출산, 양육, 성폭력에 집중되어 있거나 장애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반 할 수 있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장애여

성의 다양한 차이와 감수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결과 다소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이다. 

장애여성 관련 단체에서는 18  국회가 시작된 2008년 무렵부터 장애여성당사자 인 곽정

숙 의원과 함께 장애여성지원법을 만들기 위한 연 활동을 시작해서 2010년 10월에 발의를 

한 바 있다. 장애여성지원법은 장애여성에 하여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

써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취지 다. 이 법안에는 매년 장

애여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 으며, 장애여성의 자립생활･교육기회

확 ･모성보호･건강권･고용안정･폭력근절･가족지원･단체지원･국제협력･장애여성종합지원

센터의 설치 지원 등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냉랭했다. 그때 장애계 내외부에서 "장애여성지원법이라니? 그럼 장애

남성지원법도 필요한가?"라는 말이 서슴지 않고 나왔다. 이는 장애여성이 겪는 복합적 차별

에 한 외면이었다. 장애여성지원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기는 하 으나 결

국 통과되지 못하고 말았다. 

 19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장애여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장애여성 지원 법안’을 각각 표발의했다. 그러나 결국 두 법안은 2012년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것

을 끝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두 법안의 경우 장애여성 단체들과의 논의과정 없

이 발의한 법률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비슷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협의 노력조

차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장애여성 단독법률이냐, 장애인 관련 법률에 주류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

가 아니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당시 치열한 논쟁을 통해 트윈 트랙 어프로치(twin 

track Approuch) 방식으로 논쟁이 이미 일단락된 바 있다. 장애여성이 겪는 복합적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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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독법률도 필요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제개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2) 성인지적 관점과 성예산의 구축

장애여성은 다중차별로 인해 경제활동력 저하, 빈곤이나 보건(건강)･사회･정치적 무기력

(powerlessness)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장애여성의 취업률은 비장애여성, 장애남성과 비교

할 때 매우 낮은 상황으로, 2011년 전체 여성 취업률 49.7%, 장애남성 44.8%의 절반이하 

수준인 22.7%에 그치고 있다. 또,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은 142만원, 장애

남성은 167만원의 월수입을 얻는 반면, 장애여성은 절반정도 수준인 81만원 정도이다. 사회

적 무기력감도 커 계층의식에서 여성장애인 64.4%가 본인이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각 부처 장애인정책 전반에 한 성인지적 관점의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

하다.  
또 성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이 

4차에 걸쳐 시행되었고 5차가 시작되었지만 장애여성 정책과 제도가 나열되어 있을 뿐 성예

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4년 성인지 예산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총 30개 사업 11조 

2,149억 원이며, 이 중 장애인 관련 사업은 7개 사업(9개 세부사업) 5,593억 5,600만원으로 

복지부 성인지 예산사업의 5% 비중이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2014년 성인지 예산 상사

업은 총 45개 사업 2조 4653억 7100만원이며, 그중 장애인 관련 사업은 성인지 기금관련 3

건이었다. 그밖의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1개), 국토교통부(1개), 교육부(1개), 법무부(2개), 

여성부(1개)가 2014년도 장애인정책관련 성인지 예산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장애여성이 

겪는 다중차별에 비추어볼 때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제반 장애인정책에서 성형평

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장애여성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

이다. 

또, 고용노동부 2014년 성인지 예산 상사업은 총 45개 사업 2조 4,653억 7,100만원이

며, 그중 장애인 관련 사업은 성인지 기금관련 3건이었다. 장애인정책 성별 향분석평가 결

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정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

해 고용된 장애인은 총 153,955명이었는데, 이 중에 여성은 18.6%이고 남성은 81.4%로 남

성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성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훈련정책에 있어서도 현재 장애인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 종목은 기계, 전자, IT 

등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훈련 직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장애여성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데,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규정 제9조(직업훈련기준)에서는 “공단은 중증 및 장애여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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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직업훈련교과과정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여성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공위탁 훈련의 경우 총 136명의 훈련인원 중 남성이 126명이

고 여성이 10명에 불과(’13년)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아 장애여성 직업교육을 위한 적절

하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4). 

그나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성예산도 질적인 측면보다는 실적을 중시하는 양적 측면에 초

점이 맞춰져 평가되고 있어 장애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여성이 자

신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서조차 소외되는 것은 물론 그 해결 노력 과정에서 이중, 삼중

의 억압을 겪지 않도록 민감한 감수성이 필요하다.     

3)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기구와 전담 부서

장애계 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기구로 통령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장애정책 총괄 조정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구는 상시 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이 기구는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정책수립 과정뿐만 아

니라 정책집행과 정책평가를 총괄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단, 이 기구에 장애인의 참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장애인당사자를 표할 수 있는 사람이 50% 이상 보장되어야 

하고, 그 중 반수는 장애여성으로 보장해야 한다. 장애여성의 복지와 인권 역시 교육, 노동, 

교통, 접근권, 여성, 인권 등 전 역에 걸쳐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일개 

부처에서 총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장애여성의 정책은 크게 후퇴하 다. 여성가족부

에서는 성폭력을 제외한 장애여성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 다. 정부가 유사중복이

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  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복지부로 통합한 것이다. 정부 예산안도 복지부가 신청한 26

억중 14억만 국회에 넘겨졌는데, 장애여성들의 예산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 교육

관련 예산은 1억 5,900만원 증액에 그치고 말아 여성장애인교육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

여 확 지원사업의 예산은 16억에 불과하다. 이는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 55조 8,437억

원(2015년 본예산 비 2조 3712억원 증액) 중 극히 일부의 액수에 해당한다. 

이는 전 부처에 걸쳐 문제에 접근하라는 주류화에 역행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

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각 부처별로 장애

여성 전담 부서도 없다. 보건복지부에 장애여성 담당자가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업무 중 일

부일 뿐이어서 전문성과 집약성을 기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어렵사리 장애여성에 한 이

해를 갖게 된 공무원조차도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해 장애여성 친화적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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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라도 장애여성 전담 부서와 

인력이 배치되어야만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장애여성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여성 관련 공무원 외에도 관련 종사자, 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을 상으로 한 성

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여성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조건으로 인해 가족과 관련 종사자로

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곧잘 의견을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차별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가족과 관련 종사자부터 시작해서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민감한 장애 감수성 외에도 성인지적 관점을 확보해야만 장애여성

의 특성과 문제를 정책에 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성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성평등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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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장애인 복지 

김찬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0. 어떤 사회안전망이 더 바람직한가?

[Question]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이 5천만 원이지만 소득불평등이 심한 어떤 나라의 사회안전망을 만

든다고 가정하자. 어떤 안이 더 바람직한가? (Greg Mankiw, A quick note on a 

universal basic income)

 

[1안] 모두에게서 20퍼센트 단일소득세로 재원 마련 → 모두에게 1천만 원씩 나누어주는 안

[2안] 평균소득(5천만 원)을 넘는 액수에 해서만 20퍼센트 단일소득세로 재원 마련 →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 → 소득이 0이면 1천만 원 지급. 소득이 1원 늘 

때마다 지급액을 20% 줄여서 지급하는 안 

1) 보편적 기본소득 안

소득 0 1천만 2천만 5천만 8천만 9천만 1억

소득세 0 2백만 4백만 1천만 1천6백만 1천8백만 2천만

지급 1천만

+ / - 1천만 8백만 6백만 0 - 6백만 - 8백만 - 1천만

2)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지급 안

소득 0 1천만 2천만 5천만 8천만 9천만 1억

소득세 0 6백만 8백만 1천만

지급 1천만 8백만 6백만 0

+ / - 1천만 8백만 6백만 0 - 6백만 - 8백만 -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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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많은 사람에게 1안보다 2안이 더 그럴듯하게 보인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세저항’이

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고, 사회보장이라 할 때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지원해

야 한다는 상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순지급액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두 안은 정확히 똑같다. 달라 보이는 것은 

순전히 프레이밍(framing)이 다르기 때문일 뿐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안이 경제적으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1안은 ‘1천만 원이라는 최소소득’이 ‘권리’로서, 시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몫으로서 제시된다. 그에 반해 2안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필요’한 소득 부족분

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부유층이 저소득층에게 베푸는 ‘시혜’로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야

말로 사회 기득권층이 과거 ‘무상급식’ 논쟁에서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고 주장하고, 커다란 금액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

으로 공약한 기초연금을, 그 실행 과정에서 “상 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에

게 주는 것으로 변경한 근원적인 이유이다.) 

또한 1안은 어떤 심사도 어떤 추가 비용도 들지 않는다. 가난하다는 것을, 소득이 더는 없

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2안은 자신이 사회의 평균 ‘이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것을 심사받는 과정에서 가난하고 무능력하다는 ‘낙인’(stigma)을 받게 된다. 또한 

심사의 과정은 1안에서는 필요 없는 막 한 행정 비용이 들게 된다. 잘못된 심사와 부정 수급

의 문제도 생긴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라. 1안이야말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사회보장 정책

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이 기본소득 안이다. 

1.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없이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정

기적인 현금 급여이다. 기본소득은 다음의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정기적으로(Perio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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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매분기, 매년 등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청년기의 특정 시점에 1회

성으로 목돈을 주자는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와 조된다.  

2) 현금으로(Cash Payment)

: 어디에 쓸 것인가의 ‘자유’를 준다는 의미이다. 소위 ‘좋은’소비와 ‘나쁜’소비를 구분하는 

오만한 태도를 배격한다. 현물이나 상품권을 주는 것은 엄 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아니

다. 

3) 개인에게(Individual)

: 기존의 사회보장 급여들은 개 가구 단위로 계산하고 지급된다. 그것은 결국 가장에게 

지급된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가구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근거가 없다. 그와 

달리 기본소득은 각 개인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부당한 가부장적 지배를 거부하는 의

미가 있다. 

4) 모두에게(Universal)

: 기존의 사회보장 급여들은 보통 재산과 소득, 가구원 등을 심사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한

다. 하지만 심사의 과정은 심사 상자에게 굴욕감과 비참함을 주는 ‘낙인 효과’를 낳는

다. 또한 ‘부정수급자’와 정당한 상자가 누락되는 ‘사각지 ’의 문제도 있다. 마지막으

로 심사 과정 자체가 엄청난 행정비용을 가져온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

에게 주는 것을 중요시한다. 

5)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

: 최근 서구에서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라고 하여 일을 해야 특정한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가 늘고 있다. 이것은 엄 한 의미에서 복지가 아니다. 한국의 ‘국민기초생

활보장’ 제도에 따른 자활급여 또한 그러하다. 기본소득은 근로 의무나 훈련 참여(취업성

공패키지), 구직 활동(고용보험) 등을 조건으로 하는 현금 지급을 배격한다. 최소한의 생

활 유지는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2. 기본소득은 정당한가? 

1) 기본소득은 ‘사회적 상속’이다: 사회적 부는 ‘집단적’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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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소득과 부는 과거 세 의 노력과 성취에서 기인한다.

(‘세  간 평등’의 문제) 

“경작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지는 인류의 공동재산이었으며, 계속 그래왔을 것.... 지 

자체가 아니라 개량된 가치만이 개인적 소유이다. 그러므로 경작된 토지의 모든 소유자는 

그가 보유한 토지에 한 기초지 (ground-rent)를 공동체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제안하는 기금은 바로 이 기초지 에서 나온다.” (토마스 페인, [토지정의])

“아이디어는 자연적 공공재다.” (토마스 제퍼슨)

“지구는 본질적으로 공동의 유산이며, 그 결실은 모두에게 혜택이 되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토지만이 아니라 자연과 지하자원, 지적재산, 법적/금융적 제도 모두 과거의 지구, 과거의 

인류가 만들고 유지한 사회의 집단적 부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노력이 물론 더해졌겠지만 

축적되어 온 오래된 가치에 비해서는 미미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허권(출원일 후 

20년), 저작권(사후 70년) 등 한 개인/법인의 노력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제도는 과거 세 가 

만들어 놓은 집단적 부에 한 약탈, 지  수취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그것을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속하는 공유부에 한 정당한 권리 행사, 공유

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 굴뚝 산업의 발전과 그 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노동은 부의 원천이었다. 하지

만 선진국에서 굴뚝 산업은 점점 사양화되고 그 본거지는 황폐화되고 있다. 금융과 서비스의 

중심지가 된 도시들로 부가 몰리고 있지만, 그 부의 원천은 과거 굴뚝 산업에 종사한 노동

자들이 일구어 낸 것이다. 하지만 굴뚝 산업 지 는 탈산업화 속에서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도시민의 일부는 상속받은 부와 특권을 더욱더 크게 누리고 있다. 이 경우 기본소득 지급은 

공동체의 집단적 유산의 일부를 현재는 덜 특권적인 된 공동체로 이전하는 매개라고 볼 수 있다. 

부유한 사적 개인이 자식에게 독점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개인적 상속’과 달리, 기본소득

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집단적 부를 함께 나누는 ‘사회적 상속’으로 볼 수 있다. 

2) 기본소득은 ‘사회적 배당’이다: 우리는 무상노동을 하고 있다. 

데이터는 서비스 이용자가 곧 생산자이기도 하다.(producer + consumer = prosumer) 

우리가 인터넷에 입력한 정보를 통해 소셜미디어는 광고 수익을 올리고, 우리가 인터넷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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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는 모든 행동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에게 ‘빅데이터’로 축적되어 거

한 수익의 원천이 된다. 하지만 최근에 '애드센스‘라는 툴로 micro payment를 행하고 있는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이 수익은 철저히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유튜브의 분배액도 엄

청난 수익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신기하게 번역을 척척해 내는 ‘구글번역’ 서비스 팀에는 언어학자도 번역가도 존재하지 않

는다. 누가 번역하는 것일까? 구글번역은 약 200억 개의 이미 번역된 단어를 사용한다. 이 

말은 누군가가 번역한 문서를 구글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구글번역은 많은 

정보가 번역되어 인터넷에 공유되어 있는 언어의 경우 그 번역 품질이 높다. 

몇 년 전 바둑애호가들에게 큰 충격을 준 인공지능 ‘알파고’는 바둑을 전혀 모른다. 구글은 

‘알파고’를 만들기 위해 KGS라는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16만 개 기보와 3,000만 개의 데

이터를 모았다고 한다. 알파고의 승리로 구글의 주가는 치솟았지만, 구글이 이 주옥같은 기보

를 남긴  수백 년 간의 바둑 기사들에게 적절한 비용을 치 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구글은 

결국 다른 사람의 지적 노동을 갈취하여 부당한 ‘지 수익’을 거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이제 이러한 무상노동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위치 정보, 

카드를 고 체크하거나 결제하는 모든 행위, 아니 스마트폰을 켠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플

랫폼 기업에게는 거  수익을 낳는 황금의 정보가 된다. 데이터의 생산자는 우리 모두이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창출된 ‘부’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집합적 노동으로 탄생한 ‘공유부’에 한 ‘사회적 배당’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공유부의 배당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삶의 모든 국면

에서 자신의 노동을 생산 활동에 투입하고 있지만, 지식정보 사회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에 누구의 노동이 얼마만큼 투입되었는지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유부

의 사회적 배당은 수익의 특정 부분을 사회공동체 성원에게 1/n로 분배하는 기본소득의 방

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3) 기본소득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 

 한국, 18년 만에 아시아 소득 불평등 1위에 등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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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에 심상정 의원이 발표한 국세청 자료

 한민국 부자의 탄생: 이재용의 사례

       

3. 기본소득과 장애인복지

1) 장애인 복지 실태

2016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비 장애인 복지 예산은 0.6%로서, OECD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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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OECD의 평균 복지 예산은 GDP 비 2%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장애인 복지 예산의 비율이 적은 나라는 멕시코, 터키 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은 장애인 복지 예산만 적은 것이 아니다. 전체 사회복지지출 수준 자체도 

OECD 최하위권에 속한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비 10.4%로서 매

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OECD ‘평균’인 2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OECD 최하

위권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 예산의 확충과 함께 보편적인 복지 제도의 수준 자

체를 높여야 하는 것이다.  

2) 장애인 복지 현황

복지유형 복지정책 내용

사회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77건) 생활지원(30건) 건강지원(20건) 고용지원(17건) 교육지원(18건)

사회수당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중증/경증 생계․의료급여/주거․교육급여,차상위/보장시설

사회부조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3) 장애인 ‘사회수당’과 기본소득 비교표

현금 급여 나이규정 장애등급 자산/소득 심사 가구/개인

장애인연금
만18세 이상

1.2.3중복 ○ 가구

장애수당 3.4.5.6. ○ 가구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가구

기본소득 X X X 개인

 현 장애인 ‘사회수당’의 문제점

① 장애등급제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면 등급제가 폐지된 것인가?)

② 자산 및 소득 심사: 선별 복지가 갖는 문제점(빈곤의 덫, 낙인효과, 행정비용, 판정의 

자의성, 사각지 )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③ 가구별 판정 및 지급의 문제: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하지만, 가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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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 심사는 사실상의 부양의무제. 장애인연금 부부합산 기초급여 20% 감액 등 

4) 보편적 기본소득 관점에서 본 장애인 복지

 

기본소득이 장애인에게 갖는 의미는 비장애인들에게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 기본소득은 부

유층이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마땅히 누

려야 할 ‘권리’를 확인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하위 70%(장애인연금 목표치), 하위 90%(아동

수당) 등 사회적 약자를 우 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모든 정책은 선별 복지가 가지고 있

는 문제점을 그 로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장애인/비장애인 구별 없이 ‘최소

한의’ 생계에 필요한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의 액수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실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다양

한 형태와 액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주장으로 ‘한국형 완전 기본소득 모형’(김교

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기본소득이 온다])에 따르면, 모든 개인에게 매달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

은 1인 가구 기준 1,672,105원이다. 따라서 ‘한국형 완전 기본소득 모형’에 따르면, 기본소

득 지급액은 1인당 50만 원 정도에 해당되게 될 것이다. 4인 가구라면 200만원이 된다. 기본

소득의 체험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한 사회적 공감 가 강화된다면 그 액수를 점점 늘려나

갈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지급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또한 현금 지급 하나로 모든 공공복지 서비스를 

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도

입되더라도 현재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의 예산을 확 하고 ‘탈시설 지원센터’ 

등 서비스의 종류를 넓히며 더욱 쉽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현금 급여로서 기본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처한 환경의 특수성에서 오는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전자가 ‘권리’의 역이라면 후자는 

‘필요’의 역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외에도 장애인에게는 추가적인 장애 사회수당이 필요하

다. ‘장애인 노동권’과 관련하여, 보편적인 자기실현의 한 형식으로서 노동의 권리를 확인하

고 장애인 노동을 최저임금 규정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투쟁 등

은 너무도 옳다. 하지만 노동의 권리는 노동의 의무가 아니다. 원치 않는 노동을 해야 생계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이미 강제노동이다. 결국 장애인의 노동권은 완전히 인정하되 장애인의 

생존권은 임금노동의 선택 유무와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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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수당’의 방안이다. 

셋째, 장애인 사회수당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제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장애등급 심사 및 

재심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장애인 사회수당도 기본소득처럼 ‘보편적 장애수당’이 되는 것

이 좋다. 기본소득처럼 장애인 사회수당도 자산/소득 심사를 하지 말고 부양의무제와 가구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개인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 보편적 장애수당의 액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하나의 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기본소득 금액+장

애로 인한 평균 추가비용]으로 하는 것이다.(2018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68,842원. 

중위소득의 40%)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소득 감액이 없는 

상태로 [최저생계비+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비용]으로 보편적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이럴 경

우,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되므로, ‘장애인 기본소득’

이라는 ‘부분기본소득’을 먼저 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이전이라면 장애인 사회수당은 이와 같이 보편적 장애수당으로 설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달리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된 상황이라면, 보편적 장애수당도 가

능하지만 선별적인 장애수당도 가능하다. 1) 소득이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해서

는 앞에서 본 보편적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고 2)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없

는 장애인에게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제외한 최저생계비만 지급, 3) 개인소득이 있는 장

애인에게는 2)의 장애인이 받는 액수(즉 최저생계비)에서 본인 개인소득의 50%를 제하고 지

급하는 방안이다. 이것을 표로 그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모델1] 

기본소득 + 보편적 장애수당

[모델2] 

(기본소득 도입 전) 보편적 장애수당

기본소득

장애수당

최저생계비 

장애수당

최저생계비 

 기본소득

장애 추가비용 장애 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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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3] 선별적 장애수당 모델 (기본소득 도입 후)

소득이 없고 
근로능력도 없는 경우

소득이 없으나
근로능력은 있는 경우

개인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장애

수당

최저생계비 

기본소득 장애

수당

최저생계비 

기본소득

장애

수당

 최저생계비 

  기본소득

 - 개인소득1/2

장애 추가비용
 +

개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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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장애인 복지 토론문

이석구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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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장애인 복지 토론문

이석구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도입에 한 국민투표가 국내 언론에 소개되면서 잠시 국

내에서는 기본소득에 한 뜨거운(?) 논쟁이 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기본소득에 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논쟁이 주요한 현안

으로 부상하고 있지 않는 것일 뿐이다. 

한국사회에서도 기본소득에 한 논의는 꾸준하게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장애

계에서는 기본소득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 토론회가 그 시작이기를 

바래본다.

발제 문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

기적으로 현금으로 제공함으로서 예속적 노동에서 주체적 노동으로, 사회적 부의 분배 불평

등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해 적극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우선 밝히고 

싶다. 기본소득을 깊이 이해하고 있거나 연구의 경험이 없이 관련 서적을 몇 권 읽은 것이 전

부인 저로서는 전문가의 의견에 토를 달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의견을 첨언하는 것으로 토론 

문을 신할까 한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면 많은 부분에서 논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은 지속가능성과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과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는 가능한가? 

그리고 이를 계속유지 할 수 있는가? 지금처럼 노동을 조건으로 하는 수당이 아니라면 기본

소득을 받는 다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인데 이 경우 세수의 주 수입원이 될 수밖

에 없는 근로소득세는 과연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가에 한 의문이다. 때문에 기본소득

이라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한 반론과 비판이 그 핵심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또 하나 윤리

적 정당성의 문제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한다는 우리의 

보편적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노동을 전제하지 않고 ‘게으르며’ 남의 노동에 ‘기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타당한가에 반론과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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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에 해서도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에 한 비판과 

반론에 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어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보다 정교하

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러한 현실가능성에 한 부분에 앞서 우리가 

선행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공감 를 형성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문제가 아닌가 한

다. 그중에서도 저는 ‘노동’에 해 우리의 관념과 신념을 전복하는 시도가 기본소득의 시작

이 아닐까 한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공장의 출현으로 정해진 시간에 한곳

에 모여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정해진 분량의 노동을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노등

으로 바뀐 것이다. 자신의 상황과 맥락, 필요에 따라 스스로 통제하던 노동의 형태로는 집단

노동의 효율성을 기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형태의 변화는 사람의 삶의 방식

과 이를 통제할 새로운 윤리와 가치의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장생산체제에 맞는 근 적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노동’은 ‘신성’한 것이어야 했으며, 근면함과 성실함은 

엄격하게 지켜야할 미덕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와 가치의 규범과 규율은 이내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자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자신의 게으

름과 불성실의 결과로 귀결되게 되었다.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자는 자신과 사회에 게

으르고 무책임한 존재로서 사회적 지탄의 상이 되었다. 끊임없이 사회는 노동자 스스로 근

면하고 성실한 윤리적 인간임을 확인하고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누군가 주도에 의해 창

조되어진 규범과 규율, 도덕에 스스로를 맞추어 자신이 주류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하

는 것이다. 한편에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상황이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모든 행위의 결과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결과라

는 윤리적 가치관은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치체계는 장애인을 노동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로 분류함으로서 근 적 의

미의 장애인을 만들었다. 때문에 장애인은 늘 무능력한 존재로서 사회의 보호 상으로 자리

하게 되었고 사회는 장애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면제 또는 유보하면서 동시에 권리 또한 박탈

하 다. 장애운동진 은 장애인에 한 차별과 배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구조에 기

인한다는 관점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현 노동시장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참여를 보장받고자 하 다. 노동체계에 편입할 수 없는 인간으로 분류되고 저

평가되면서 소외와 배제를 받아온 장애인이 장애인도 노동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치 있는 인

간임을, 동등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임을 인정받고자 한 것이다. 노동할 수 있는 인

간으로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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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할 수 있음’의 주장과 활동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인정받는 임금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근 적 노동 가치를 바탕으

로 하고 있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장애운동의 중심활동은 끊임없이 스

스로 노동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구호가 운동

의 주요 구호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애인의 노동은 여전히 사회적 관용의 

한도에서 인정받고 있다. 

현재와 같은 임노동을 중심으로 노동가치의 위계화를 유지시키는 우리의 관념과 신념에 

해 물음을 던지고 전복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사회와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가치

의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가장 표적인 예로서 가사노동이 사회와 공동체를 유

지 발전시키는 중요한 노동임에도 그 가치는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누군가는 

저평가된 가사노동의 결과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도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좁은 의미의 노동에서 벗어나 장애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점과 문제의식을 던져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다양한 역에서 글이나 음악, 그림, 시민사회 활동 등을 통해 비장애인은 볼 수 

없는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의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

는 임노동을 통한 사회기여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정확히는 애써 감추려한) 저평가된 사회적 

노동을 통해 사회와 공동체의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해 짧은 소견이지만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노동에 

해 우리가 어떤 질문과 회의를 가져야 하는지에 한 주제로 한정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

면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즐겁게 토론을 해보고 싶다. 오늘의 

토론이 그 시작이기를 기 해 본다.

마지막으로 ‘21세기 기본소득’ 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장-자크 루소의 고백록에서 인용한 

글을 공유하면서 토론 문을 마감하고자 한다.

“수중에 있는 돈은 자유의 도구이지만, 기를 써서 벌어야 하는 돈은 노예를 만드는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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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2 >

‘기본소득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토론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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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토론문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

[발제(기본소득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의견]

전반적으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유부의 배당은 기본소득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

지식정보 사회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누구의 노동이 얼마만큼 투입되었는지 측정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유부의 사회적 배당은 수익의 특정 부분을 사회공동체 

성원에게 1/n로 분배하는 기본소득의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

한다. 공유부 배당은 자신의 기여가 아닌 ‘원래 모두의 것’이었던 것과 ‘모두가 기여한 것’에 

하여 공동의 몫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역사적으로도 기본소득론의 출발점을 이룬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기

에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은 『토지정의 (Agrarian Justice, 1796)』에서 땅을 개간한 

사람이 땅 그 자체 에 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고, 오직 개간으로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한 

인공적 소유권만을 가질 뿐이며 땅 그 자체는 모든 인류의 자연적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공유

자산 배당에 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 다. 

페인의 계획은 상속세를 재원으로 사회적 지분급여와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것이

며, 일체의 자산 심사 없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그 이유는 “토지소유권 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자연적 유산의 박탈에 한 부분적 보상으

로서 원래 모두에게 속했던 자연적 유산을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누가 필요한지 심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자산의 배당은 선별

적인 공공부조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는 없다. 모두의 것을 일부에게만 돌려주는 것은 분배

정의에 합당하지 않으며,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려줄 때만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는 

분배정의가 충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축적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며, 공유부 배당은 기본소득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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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장애인 기본소득은 필요한가?

제4차 산업혁명 시 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기존의 일자리는 줄어들겠지만, 과거 세 

차례의 산업혁명에서 그랬듯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된다. 저명한 미래

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까지 인간의 일자리 40억 개 중 20억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으며,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매킨지는 “ 부분의 일자리는 인터넷 때문에 사라질 것이

며, 신에 26억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다. 그렇다면 제4차 산

업혁명 시 에 장애가 고용에 있어 강점과 약점이 되는 경우는 무엇일가? 장애인고용공단 고

용개발원 정광진 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변화와 응방안’ 연구에 따

르면, 장애 유형과 개인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큰 편이지만, 단순반복 업무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 장애의 장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개척되는 신산업분야에서도 적용가능 할 것이

고,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다양성 문화에 기여하고 이는 다시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약점으로는 신기술 도입과 적용으로 인한 직무 변화에 한 적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점과 

이는 장애 그 자체의 원인과 교육, 직업훈련, 기술 접근성 등 기회의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

해서 발생한 결과일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혁신은 보조공학

기기의 응용가능성을 폭 확 하여 장애인의 직업 활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기술적 향

상 가능성이 현실화될수록 장애가 새롭게 정의되고 장애에 한 부정적 인식도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한 장벽이 낮아질 수 있으며, 위협 요인으로는 자동화로 인한 일

자리 감소와 직무 변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고용 불안정성 심화, 의무고용제의 위기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하 다. 

특히 표적인 위협으로 자주 언급되는 자동화를 통한 량 실업보다는 로봇, 인공지능 등

의 도입을 통한 업무 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아

울러 공장 자동화와 고용형태의 다변화는 상시 고용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운 되는 의무고용

제에 부정적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산업 인력의 체 현상으로 사람들이 노동 현장을 떠나게 되고, 이들 중 장애인의 다

수는 소득 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발제자의 주장 로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민간 협력과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간 임금과 복지 격차를 최소화해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게 매월 현금으로 배분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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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기본소득 제도는 4차 산업혁명시 에 생존의 필수요소가 될 수도 있다.

3. 장애인 기본소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자산 조사 없이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개인 단위로 매달 현금을 균등하게 지급

하고, 노동 여부와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되 생계 보장과 사회 참여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이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는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부결(否決)된 스위스의 기본소득 방안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

다. 기존의 복지체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복지 시스템의 구축 여부가 이 투표에 달려있었기 때

문이었다. 그러나 직업, 수입, 연령 등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2500프랑(약 300만

원)을 지급하는 스위스의 기본소득 안이 국민투표 결과 77%의 반 로 부결되었다. 

왜 스위스 국민들은 이렇게 좋은 기본소득 방안을 부결시킨 것일까? 1인당 300만원을 지

급할 경우 기본소득 예산은 스위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증가와 공공지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와 노동 의욕이 감소해 무임승차자들이 증가하고 

이민자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걱정도 부결에 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소득 제도

는 누진적 세금을 기반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방식이기에 경제적 토 와 사회적 

합의만 된다면, 불평등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미래형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발제자가 지적한 로, 2016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비 10.4%로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OECD ‘평균’인 2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OECD 최하위

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예산의 확충과 함께 보편적인 복지 제도의 수준 자체

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사회수당도 기본소득처럼 ‘보편적 장애수당’이 되어

야 하고, 기본소득처럼 장애인 사회수당도 자산이나 소득 심사를 하지 말고 부양의무제와 가

구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개인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복지 확

에 민감한 우리사회에서는 거부감이 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회적 합의

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체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 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이지

만, 기존의 복지 제도를 손질해서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존 복지 제도가 나름 로 잘 기능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편이 기본 소득보다 실효성이 있고, 재정인 면에서도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만 보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문제가 있음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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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다. 

수급 자격을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자격의 요건이 현실을 반 하지 못해 수급을 받아

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와 그 반  경우인 부정수급자 모두를 양산하고, 그럼에

도 이 수급 자격 심사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도 많이 지출되고 있다. 또 수급자의 경우도 

스스로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낙인을 통해,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

하고 계속해서 수급자 신세로 남아 있게 만드는 모순도 있다.

한편으로 기존의 복지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켜 온 학계나 운동가의 입장에서는, 기존 복지 

체계를 제 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제 로 기울이지 않았으면서 기존 복지 체계를 폐기하자

는 주장이 가당치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노동의 가라

는 개념을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

을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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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3 >

여성장애인과 장애인 기본소득

이희정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前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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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과 장애인 기본소득

이희정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前 사무처장

1. 들어가며.

 

장애인기본소득보장을 위한 토론을 부탁받았을 때 드는 생각은 장애인 기본소득 보장이 우

리나라에서 시행 될 수 있을까? 시행이 된다하더라도, 또 중증에 한해 시행 할 것이고 성인지

적관점(Gender Perspective)1)과 젠더(gender)2)관점을 무시하고 여성장애인을 성 중립적

으로 남성장애인과 일괄적이고 동일하게 적용 할 것이며, 가구소득수준과 최저생계비의 등의 

조건 등을 제시하여 심사하고 시행 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장애인기본소득보장이 권리에 기반을 둔 제

도로 설계되어지고 시행되길 바라며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정책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이 담보된 장애인소득보장이 될 수 있을지에 한 고민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2. 한국의 여성장애인의 현실

헌법(憲法)3) 제 2장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중심의 가부장

적인 사회 문화와 편견 그리고 사회적 체계 속에서 정치․경제․사회 등의 전 생애전반과 모든 

역으로부터 차별받아 왔다. 여성이면서 동시에 장애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차별과 장애, 빈

곤 등 삼중의 고통을 감수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

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은 비장애 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교

1) 남성과 여성이 처한 현실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여성과 남성의 삶을 비교하고, 여성 특유의 
경험을 반 하며, 특정 개념이 특정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하
여 각종 제도나 정책을 검토하는 관점을 말한다.

2) 생물학적인 성에 비되는 사회적인 성을 이르는 말. 1995년 9월 5일 북경 제4차 여성 회 정부 기구 회의에서 섹스(sex) 
신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섹스가 남녀 차별적인 의미를 지닌 것인 반면 젠더는 남녀 간의 등한 관계를 내포하며, 평등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3)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국가의 관계

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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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준, 취업률,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전체 여성장애인 중 19.1%가 무학으로 

4.0%인 남성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초등학교 졸업은 여성 36.5%이며 남성장애인은 

20.5%로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은 여성장애인 26.4% 남성장애인 18.3% 으며, 고등학교 

졸업은 여성 20.9% 남성 37.6% 다. 학 졸업 이상은 여성장애인 9.0% 남성장애인 19.7%

로 전체 여성장애인중 70.3%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소지 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에서 

여성장애인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7년(5월 기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32.2%로 남성장애인의 고용률 57.8%

에 비해 25.6% 낮다. 전체 여성의 고용률(57.1%) 및 전체 남성의 고용률(76.7%)과 비교해도 

각각 24.9%,  44.5% 낮은 수준으로 고용에서도 여성장애인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이 드

러난 것이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1개월 동안 평균 수입을 보면 남성장애인은 144만이고 

여성장애인의 60만3000원이 다, 이는 남성장애인의 41%이상 낮은 수준 이 으며, 국민연

금가입률 역시 여성장애인이 23.1%, 남성장애인 48.6%로 여성장애인이 25,5% 낮다. 이러

한 결과로 볼때 여성장애인은 경제적 자립이 매우 어렵고 소득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노후 소득보장측면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이 

59.3%로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에 같은 답을 한 남성장애인은 43.3%로 여성장애인의 건

강이 16.0%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에서의 차별은 경제적 차별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인

해 여성장애인의 건강 또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각 통계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수준 등 성장과정에서 여성으로서의 성차별(sexism)과 

장애인으로서의 장애차별(disabilism)을 받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박탈과 사회적 참여기

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더 빈곤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곧 여성장애인을 

또다시 인권의 사각지 에 놓이게 하는 결과를 초례하는 것이다. 

3. 장애관련 정책 속에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애인 복지가 시 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관련 정책은 여성장애인이 처한 

상황에 한 근본적인 원인과 사회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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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로 여성장애인 규정들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며 억지로 끼워 넣기 식으로 규정되어 시

행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 정책은 임신, 출산, 양육, 성폭력에 집중되어 있는데, 임신, 출산, 양육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며 성폭력은 여성을 수동적이며 피

해자로서 바라보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본다는 것이며, 여성장애인을 단순히 생물학적 조

건으로만 국한시켜 모든 장애 관련 정책에서 여성장애인을 배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여성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인지적 관점과 젠더관점을 담보한 

여성장애인지원(기본)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고인이 되

신 18  국회의원 故 과정숙의원이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 
추진해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여성장애인 지원법(안)’4)을 

표발의 하 으며, 또한 19 에서 김정록의원(새누리당)이 ‘여성장애인지원에관한법률(안

)’5)과 같은 19  김미희원원(통합진보당)이 ‘여성장애인지원법(안)’6) 을 발의하 으나 세 법

안 모두 임기 만료와 더불어 채택되지 못했다.  

이렇듯 3번의 법안 모두 채택되지 못한 이유에 해 2012년 11월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

고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찬반 의견을 종합할 때, 여성장애인 지원은 교육, 복지, 고용, 각종 폭력 예방 등 여

러 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문제로서 관계부처 간 종합적인 계획 및 협력이 필요하므로 제

정안과 같이 여성장애인에 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법 성격의 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고 볼 수 있으나, 장애인에 한 지원은 성별에 따른 지원보다 현행 로 장애의 중증여부와 소

득기준 등에 따라 지원함이 더 효율적이라 여겨지므로 기존의 장애인 관련 개별 법령들과 현행 

장애인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심층적인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2012: 13).

이어 조문별 검토의견으로 “법체계적 정당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성별을 

구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실익이 없다”(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2012: 43)

결국 여성장애인을 성 중립적으로 남성장애인과 일괄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

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가부장적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해당 정책을 통해 자기결

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4) 2010년 9월에 발의, 주무부는 ‘여성가족부’ 다. 
5) 2012년 9월 3일 주무부는 ‘보건복지부’ 다. 
6) 2012년 9월 28일 주무처는 ‘보건복지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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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장애인 기본소득보장을 위해 제언

첫째. 아무런 조건과 심사 없이 지원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사람중신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

라의 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정책이라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은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이나 자

격에 상관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선택적 복지는 가구 및 개인의 소득

과 재산 그리고 의학적 심사 등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충족돼야지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중증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시행됨으로 인해 

상 적으로 경증장애인은 경증이라는 이유와 가족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적지만 본인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정책과 서비스에서 늘 열외 상이 되어 복지의 사각지 에 노출

된 체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차별을 

당하며 빈곤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사람중신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위해 한정된 복지예산만 따져 장애인정책을 실행하는것이 아닌 

진정한 복지사회 구현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현실이 반영된 기본소득보장이 지원 되어야 한다. 

위의 여러 장애관련 실태조사에도 나타났듯 여성장애인의 현실은 남성장애인보다 현저히 

열악한 환경 속에 사회 전 역에서 복합적 불이익과 다중 차별을 겪으며 빈곤한 삶을 살아가

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소득이 남성장애인과의 큰 격차가 있음을 바탕으로 장애인기본소득 지급단

가 책정에 여성장애인에게 추가적 지급단가를 책정해 남성장애인과의 격차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이와 같이 추가적 단가를 책정한다 하여 여성장애인의 빈곤한 삶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인간단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권리에 기반 한 여성장애인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2000년  들어 장애인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과 법안들이 새롭게 제정되고 개선되면서 장

애인복지는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각종 폭력과 차별 그리고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수적으로는 결코 소수자가 

아니지만 실제로 사회적 소수집단인 여성을 둘러싼 문제를, 그 중에서도 더욱 소수집단인 여

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차별의 문제를 개인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아닌 

공통의 문제로, 여성장애인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그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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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에 기반 한 독자적인 여성장애인 기본법”

이 제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장애 정책과 제도에 성인지적, 젠더 관점을 담보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정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이 남성장

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 하고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지 예산이 반드시 책정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5. 마무리하며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람중심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제도는 장애인의 

권리에 입각해 보장되어야 한다. 기존 장애관련제도에서처럼 등급을 나누고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고 의학중심의 평가 등의 기준으로 시혜와 동정의 상화를 시켜 장애인의 삶을 재단

해서도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등급제는 완전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계속

해서 언급되었듯 남성장애인보다 더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젠더 

관점이 반 된 제도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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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4 >

기본소득과 장애인 복지 토론

정재철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





ISSUE 1 | 장애인 소득 보장 방안으로서의 기본소득

∙ 141

기본소득과 장애인복지 토론문

정재철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

1.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배경과 전개과정

(1) 4차 산업과 기본소득

○ 지속적인 저성장과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따른 위기감으로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 스위스는 2016년 3월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 으나 부결되었고, 핀란드는 2017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를 상으

로 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 최근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위할 수 

있는 수준의 현금을 무조건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제안

이 적지 않음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수급에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가구 형태에 무관하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현재 미국의 고용이 20년 후에는 47% 없어진다는 옥스퍼드 보고가 있는 반면, 향후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길 직업은 전체의 9%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음

○ AI가 장기적으로 지금의 일자리를 빼앗아 지금까지 일하고 있던 노동력이 다른 역

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현상

지금도 노동력이 부족한 의료, 요양, 간호, 간병 등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게 된다면, 

향후 기 여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로 필수적인 복지서비스에 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2) 전개과정

▢ BI 역사 : 사상들의 제안에서 경제학자들의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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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 구상은 18세기말부터 시작됨. 프랑스 혁명과 미국독립전쟁에 참가했던 영국 

사상가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의 ‘인간의 권리’,‘토지배분의 정의’등에 

의하면, 인간은 21세가 되면, 15폰드를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종잣돈으 로서 

국가로부터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50세가 되면, 국가는 연금을 10폰

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에서는 1938년 제정된 공정노동조건법에서 연방최저임금이 도입됨. 이것을 계

기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에 한 찬반논쟁, 저소득자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함

○ 조지･스티글러(George Joseph Stigler)는 최저임금에 한 논문 가운데 소득세를 

부의 세율로 면세점(과세최저한)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확 해야 한다고 주장

○ 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빈곤문제를 언급 하면서 

부의 소득세를 제안. 특히, 프리드만은 1935년 제정되어 확 되고 있던 사회보장제

도와 최저임금제도로 국가의 비 화, 복지 관료화에 강한 거부감으로 부의 소득세 제

안(기본소득은 사전의 급여로 개인단위지만 부의소득세는 사후의 급여로 세 단위라

서 둘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같은 개념임)

▢ 현실감을 갖기 시작한 경제학자의 BI

○ BI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도나 국민기초생활 보

장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등의 제도를 폐지할 수 있음. 조세분야 에서는 

각종 인적공제를 축소할 수 있음. 또한 지방의 고용확보를 위해 실시 되는 각종 공공

사업 등도 폐지 주장

○ 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했던 각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복지전달에 따른 사중 손실, 정

부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 작은 정부, 행정의 슬림화가 가능해져 이와 관련된 일자

리는 축소되게 됨

○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의 유동화임. BI로 인해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기업은 고용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이전보다 교섭력을 높게 유지 할 수 있게 됨. 산업 

간에 노동자원의 이동이 원활해져 사업구조재조정이 효과적 으로 수행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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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 고용된 임금노동자거나 자영업자 이외에도 무상의 캐어노동나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을 

갖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참여소득

○ BI가 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의 현금을 급여하는 제도로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여 노동과 사회보장과의 관계를 끊는 것과 유사하지만 노동을 

돈을 벌기 위한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참여를 포함한 개념 으로 확 한 

것이 특징

2. 기본소득의 쟁점

(1) 기본소득 ≠ 생활보장?

○ 기본소득보다 ‘의료, 교육, 요양, 보육, 주거 등’ 사회적으로 필수적이고 기본 적인 서

비스에 한 수요에 공공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단진 현금급여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낮은 수준의 소득보장은 가능할지 모르나 전체적인 생활 보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만일, 생활보장에 필수적인 의료, 교육, 요양, 보육, 주거 등이 거의 100% 보장 되는 

사회라면, 그리고 이곳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회라면, 기본소득의 수준은 

그만큼 낮을 것이고 도입가능성도 높아짐

○ OECD의 평균수준에 한참 밑도는 현물급여수준을 높이고 이곳에서 청년일자리를 창

출하기 위한 선제적인 공공지출의 확충없이는 상당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각오해야 

하고 그만큼 도입가능성은 요원해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현물 급여 수준을 높이

려는 논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현실미를 가질 것임

(2) 기본소득 ≠ 노동해방?

○ 기본소득이 도입되어 노동과 사회보장을 단절시키게 되면,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

는’사람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많은 실업자들이 돈 문제도 크지만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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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불필요한 존재’로 느끼는 강박관념도 중요한 문제임. 기본소득을 보장했으니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노동시장의 외부에 방치해 두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사회적 포섭이 아닌 사회적 배제임

The Economist (June 4th 2016)

“일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틀 중 하나다. 주로 일이란 틀을 기본구조를 통해 

구매력이 할당된다.”

“일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 생활방식, 그리고 아이덴터티를 준다.”

○ 노동과 사회보장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기본소득(참여소득)과는 달리 일하는 것이 보

상받고 이득이 되도록 하려면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의 증가가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제도 간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해 일하는 

것이 이득이 되도록 정책이 워크패어로 표적인 제도로 근로 장려세제(자녀장려금)

를 폭 강화

○ 고용보험제도와 재교육･훈련 등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제도

의 연계, 즉 활성화(activaion)정책을 통해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즉 질 높은 

노동(decent work)으로의 전직을 지원하고 전직이 완료될 때까지 적절한 사회적 보

호를 통해 선순환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정치권, 중앙정부의 최우선 책무임

○ 스위스에서 조차 거부당한 기본소득 구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동시에 격차해소, 불

평등 완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활성화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현물급여

의 확 를 통한 생활보장의 강화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

안 모색이 필요함

(3) 기본소득과 재원마련

○ 현재 우리나라에 전면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음. 

전면적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재원(1인당 월 30만원 지급시 

180조원, 강남훈 2015)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나라 복지 예산 (2017년 현재 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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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큰 규모임 

 재원마련 문제(소득세를 걷을 경우, 소득이 있는 국민이 전국민의 50%정도가 면세

점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어 이른바 ‘단 한푼의 소득세로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만일 5%, 10%의 추가적인 소득세를 걷겠다고 나서면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

면할 것임. 자 업자의 소득파악문제(필요경비의 인정부분도 큰 문제임). 만일 현행

로 하면, 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분리로 중간층의 사회

적 동의를 얻기가 어려움. 부분기본소득을 보장 하게 되면, 현금급여지원의 효과가 

감퇴하고 재정부담만 커짐

○ 전국민에게 일률적인 부분기본소득보다는 각 연령층에 맞춤형의 부분 기본 소득을 보

장하는 것이 필요

 예를 들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부분기본소득이며, 장애를 가진 분

들, 의료가 더 필요한 분들에게 추가적인 의료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만족도도 높

고 현실적임. 실업급여를 현실화 등등 각 제도가 실시하고 있는 탈상품화정책(재상

품화 준비를 위한, 즉 일 다시 일하고 다시 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꿈의 지

원)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을 자식으로 둔 50세 들에게 자식을 위해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과 직업훈련을 시키고 재기를 후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중 무엇

이 더 만족도가 높을까?

 “이젠 취업해서 효도해야 하는데 걱정이다”란 청년층의 효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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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와 장애인의 자립생활

주관 :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토론회 시간표

 

좌장 : 김선규 교수

나사렛대학교 재활자립학부 교수 

시간 내용 발표

1:00 개회 사회자

1:05~ 인사말 

안진환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1:10~ 패널소개 및 인사 좌장

1:15~ 발제 커뮤니티케어 국 ․내외 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김윤영 박사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1:40~
토론 1. 커뮤니티케어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그리고 

사람중심계획(PCP)
전경철 사무국장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1:55~ 토론 2. 장애인자립생활과 커뮤니티케어
한동식 대표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2:10~ 토론 3. 정신장애와 커뮤니티 케어
권오용 대표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2:25~ 토론 4. 척수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이승일 부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척수재활연구소]

2:40~ 질문과 답변 좌장

3:00 사진촬영 및 폐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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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

커뮤니티케어 국․내외 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김윤영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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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국·내외 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김윤영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1. 개요

• 최근 보건복지부는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함.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돌봄서비스 지원을 공공의 주도로만 제공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커뮤니티케어는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접근성 향상, 사회적 유대 강화를

지향하는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지역공동체를 연계하여 돌봄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케어의 구축과 공동체 형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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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인돌봄 난이도에 따른 지원수준의 차별화: 조미정, 박태영(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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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지역 케어시스템

<그림 2> 노인돌봄 난이도에 따른 지원수준의 차별화: 조미정, 박태영(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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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커뮤니티와 돌봄서비스 연계사례 : 일본
1) 개호보험 개정을 통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 개호보험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임. 고령자의 간병, 간호를 사회 전체에서
지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고령화 진전, 핵가족화 진행, 간병하는 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생활과 건강을 지지해
주는 체계가 변화하면서, 2000년 4월 고령자의 개호를 사회 전체에서 케어하는 개호보험 창설.

• 개호보험제도의 피보험자

① 65세 이상의 자(제1호 피보험자)         ② 40~64세의 의료 보험 가입자(제2호 피보험자)

• 서비스 종류 : 시설서비스, 주택서비스, 개호 예방서비스 등

<표 1> 개호보험제도 개정 경위

시기 내용

제1기 (2000~) 　 2000년 4월 개호보험법 시행

제2기 (2003~)

　 2005년 개정 (2006년 4월 등 시행)
- 개호 예방의 중시 (요지원에게 혜택을 개호 예방 급부로 개호 예방 케어매니지먼트는 지역 포괄 지원 센터가 실시 개호 예방 사업,

포괄적 지원 사업 등 지역 지원 사업의 실시)
- 시설 급부의 재검토 (식비·거주비를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추가 혜택) (2005년 10월)
- 지역 밀착 서비스 창설, 개호 서비스 정보의 공표 부담 능력을 세밀하게 반영한 제1호 보험료의 설정 등

제3기 (2006~)
　 2008년 개정 (2009년 5월 시행)
- 개호 서비스 사업자의 법령 준수 등의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 휴지 · 폐지의 사전 신고 제. 휴지 · 폐지시의 서비스 확보를 의무화 등

제4기 (2009~)

　 2011년 개정 (2012년 4월 등 시행)
- 지역 포괄 케어 추진. 24시간 정기 순회·수시 대응 서비스 및 복합 형 서비스의 창설. 개호 예방·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의 창설.

개호 요양 병상의 폐지 기한의 유예(공포일)
- 개호 직원에 의한 땅의 흡입 등. 유료 양로원 등의 선금의 반환에 관한 이용자 보호
- 개호보험 사업계획 및 의료 서비스, 주택에 관한 계획과의 조화. 지역 밀착 형 서비스의 공모·심사에 의한 지정을 가능하게 함
- 각 도도부현의 재정 안정화 기금의 철거 등

제5기 (2012~)

　 2014년 개정 (2015년 4월 등 시행)
-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지역 지원 사업의 충실 (재택 의료·개호 연계 치매 시책의 추진 등)
- 전국 일률 예방 급부 (방문 간호·개호)를 시정촌이 임하는 지역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고 다양화
- 저소득층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경감 비율 확대
-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이용자의 본인 부담을 인상 (2015년 8월) 등

자료 : 厚生労働省(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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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커뮤니티와 돌봄서비스 연계사례 : 일본
1) 개호보험 개정을 통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 지원 요구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공적 보험, 공공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정도로 증가하게 됨.

• 이에 따라 2009년 개호보험제도 개정을 통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와 지역이
일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 고령자의 건강, 상황 등에 대응 가능한 다양한 폭의 간병, 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통합지원체계임.

• 고령자가 가능한 한 스스로, 익숙하게 살았던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고령자의 건강, 상황, 생활상 변화, 욕구에 대응 가능한 다양한 폭의 간병, 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

3. 지역커뮤니티와 돌봄서비스 연계사례 : 일본
2)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체계

• 지자체는 3년 주기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인력, 시설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거점역할을 하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용자, 지역주민, 간병서비스 제공자, 의료관계자, 
NPO 법인, 유관기관, 권리보호・상담관계자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면서 주민 등 민간의 역할에 있어 개호보험 대상자와의
교류자, 방문 등 간병서비스의 제공자, 상담자 등으로 연계하여 설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자치회, 주변 주민, 주민조직, 자원봉사, NPO 등을 케어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역할로 설정함.

• 방범, 케어가 필요한 고령자 발견 및 서비스 연계, 방문상담 등의 활동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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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예시

<그림 6> 시정촌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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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타가야구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분야별 목표설정

분야 목표

의료 세타가야구 의료 협력 추진 협의회에 의한 재택 의료 추진 노력

개호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간병간호 이용·사업 전개의 추진

예방 사회 참여를 통한 간호예방에 의한 고령자의 거처 및 활동의 장(場) 창출

주거 치매노인 그룹홈 및 사회자원 등을 활용한 도시형의 저렴한 노인 홈 등 정비

생활지원 주민 단체·사회 복지 협의회 주체의 지역 활동의 추진 등

자료 :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그림 7> 세타가야구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이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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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세타가야구의 특징적인 대처

분야 추진 배경 분야별 대처포인트

의료
재택 의료의 충실을 위한

연계 체제 구축

　 연락회 등에 의한 복지와 의료분야에서 ‘얼굴이 보이는 관계’ 만들기
　 케어매니지먼트 타임이나 의료와 개호의 제휴 시트에 의한 복지와 의료정보를 공유화
　 이상의 활동을 의료 관계자와 케어 매니저 등으로 구성 세타가야구 의료협력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

간호
안심 할 수 있는 고령자의

재택 생활의 실현

　 시범 사업 실시 실적을 살려 정기 순회 · 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를 2012년 4월부터 구내 전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 계획적으로 정비를 추진

　 새로운 서비스의 보급을 위해 이용자 나 개호 사업자 등에 브로셔 및 사례집 배포

예방
노인의 거처와 차례의 창출
(시범 사업에 의한 새로운

개호 예방의 대처)

　 지역포괄지원센터 주도로 사회자원을 활용한 ‘고령자가 있을 수 있는 곳‘ 만들기 (다방·대학 등의 활용)
　 중장년층 자원 봉사 활동 촉진(쇼핑 지원 등)
　 재활치료사 등 전문직에 의한 방문으로 생활 기능 저하에 대응(환경 조정 동작지도 등)

거주
사회 자원의 활용에 의한 저소득

노인 등의 거주장소의 확보
　 구립 노인 센터를 민영화하고 데이 서비스·쇼트 데이서비스에 병설한 도시형 저렴 노인주택 오픈
　 도영 주택 재건축 부지에 정비되는 특별요양노인주택에 도시형 저렴노인주택 병설

생활
지원

공공 서비스 이외의
지역 활동·자원 활용

　 지역 자원(빈집·빈방 등)을 잘 활용한 지역 활동(살롱이나 미니데이 등)의 거점 정비
　 사회복지협의회 주체의 생활지원서비스 제공(만남・활기서비스사업)과 주민 자원봉사의 시작·운영 지원

자료 :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4. 지역커뮤니티와 돌봄서비스 연계사례 : 영국
1)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개요

•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는 대처 정권 수립 이후 복지영역에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에 앞장서 도입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사회서비스 영역의 주요 정책목표로 커뮤니티 케어를 일관되게 추진함.

• 공동체와 커뮤니티 즉, 시민사회의 영역을 강조하는 ‘제3의 길’ 이념 모델이 1990년대 이후 제기됨.

• 이에 따라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는 시민사회의 가치 및 자원부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시민사회와
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추구함.

•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는 1971년 영국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부가 설치된 이후, 보다 풍부해진 행정 조직
인력 및 재정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 1990년에는 커뮤니티 케어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축소 및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가 나타나는 ‘복지혼합경제’가 더욱 강화됨.

• 중앙정부의 특별이전금 중 85%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지
방정부에 부과된 이후, 커뮤니티 케어의 급격한 성장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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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뮤니티 케어와 빅소사이어티

• 영국은 2012년 이후 보수당-자민당 연합 정권이 집권하고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 빅소사이어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

• 빅소사이어티는 아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함

① 커뮤니티 역량강화(community empowerment)

• 빅소사이어티는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함

• 사회적 공정함과 기회 균등은 지역의 주민과 커뮤니티에 더 많은 권력과 책임이 주어졌을 때 실현될 수 있음

• 따라서 빅소사이어티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들은 중앙에서 지방, 정부에서 커뮤니티로 권력을 이전시키는 분권화를 적극 주장

② 공공서비스 개방(opening up pubic services)

• 공공서비스 개방은 각종 사회안전망의 역할과 규제를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작업을 포함함

③ 사회적 행동의 증진(promoting social action)

• 사회적 행동은 지역사회의 여러가지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임

• 이러한 세 가지 정책목표는 지역주민, 커뮤니티,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력 및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렴됨

4. 지역커뮤니티와 돌봄서비스 연계사례 : 영국

2) 커뮤니티 케어와 빅소사이어티

• 커뮤니티 케어의 중심 방향은 고령자 케어에 있어 지역사회의 개인, 기업, 전문가, 시민의 책임을 요구
하고 있음

• 즉,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삶 및 커뮤니티를 개선하는 사회이며 중앙 정
부의 통제가 아닌, 지역 정부의 사회적 책임이 변화의 주된 힘이 되는 사회임

• 2012년 이후 영국 캐머런 연립정부는 돌봄과 지원에 관한 개혁안 제시 및 추진

• ‘Caring for our future’ 백서에서 두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함.

① 공식적 돌봄과 지원을 최대한 지연하고 최소화함

② 돌봄과 지원을 스스로 통제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함

• 영국 캐머런 연립정부는 위의 개혁안과 함께, 긴축재정을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
이와 같은 정부의 긴축 재정은 지방정부의 돌봄 지원 감축으로 이어지게 됨.

4. 지역커뮤니티와 돌봄서비스 연계사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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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부문별 홈 케어 제공 시간

2008/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총 제공시간

(hours)
200.2 183.2 200.3 188.2 187.4 186.0

지방정부 37.3 28.9 25.6 20.3 16.2 14.7

비율(%) 19 16 13 11 9 8

독립부문

(민간부문+자원부문)
162.8 154.4 174.6 167.9 171.3 171.2

비율(%) 81 84 87 89 91 92

자료 : HSCIC(2014), p. 51. (Raw data)

(단위 : 백만, %)

<표 12> 영국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시사점
기 준 변화 내용 한국에의 시사점

욕구판정 기준 및
절차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 - Case(Care) Management 도입
　 2014 Care Act - RAS(Resource Allocation System) 도입 및 욕구자기평가와

지기주도서비스이용계획시스템
　 종합적인 욕구판정기관 신설 필요

이용자의 지위와
권한

　 1996 직접지불법, 2014 Care Act 
- 서비스 이용에의 유연화(Personalisation)와 자기주도지원(Self-Directed Support)에

따라 선택과 통제를 통한 돌봄서비스 이용에의 주체성 확보

　 탈시설화에 따라 지역사회내 거주에서의 핵심은 서비스 이용과정에
서의 주체성 확보이므로 개인예산제도도입 적극 검토 필요

공급주체의
다양화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
- 서비스 공급기관이 민간비영리부문의 참여 등으로 다양해지고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서비스 공급자로 가족 포함

　 지역사회내 다양한 공급주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필요
　 발달장애인의 가족돌봄 중요성 감안하여 돌봄제공자로 인정

서비스 질적수준
담보

　 Care Quality Commission(CQC) 설치 및 운영
-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 권한 약화 우려 및 건강한 시장 형성·유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 개입

　 중앙부처 소관이지만 역할수행은 독립적인 사회서비스품질관리
기관 설치 검토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Governance

　 중앙정부는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통합․조정에 집중
　 지방정부가 서비스 결정 및 제공에 책임

　 중앙정부는 제도적 틀, 재정확보, 지역간 격차해소,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통합․조정

　 지방정부는 지역의 돌봄서비스 개발 및 통합적 서비스 연계․제공

지방정부 　 Care Management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제 마련 　 욕구판정체계 통합관리기능 담당

예산집행방식
변화

　 커뮤니티케어정책 추진에 따라 보건예산과 돌봄예산의 소관 이관 및 그에 따른 조정
※ 대규모 병원 폐쇄는 NHS예산절감을, 민간거주시설 증가는 사회서비스예산 증가를

초래하여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집행 조정필요

　 커뮤니티케어도입에 따른 서비스를 국고지원으로 할지, 장기요양
보험이나 건강보험 재원으로 할지 검토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와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구 지급간의
관계 등

보건·복지 연계 　 지방정부의 SSD 책임을 강화하고 보건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간의 연계협력 강조
　 단순히 병원 퇴원이후의 지역사회 연계뿐만 아니라 정책적·실천적

으로 보건과 복지간의 파트너십 구조 마련을 위한 전반적 검토 필요

자료 : 김승연(2018) 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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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ㆍ재정분권
• 커뮤니티케어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전달체계를 일임하는 기존 복지정책처럼 중앙과 지방이

재원분담(co-funding)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재정분권을 주창하였는데 이는 복지 확대가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맞춤형 사회보장’과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것임(박인화, 2017).

• 커뮤니티케어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영국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지방분권을 토대로 행·재정적인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은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지역서비스협약(local service agreements)’
을 통해 지방재정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의 서비스 질 관리를 함.

5. 지방ㆍ재정분권
• 한편, 1990년 국민건강서비스와 커뮤니티케어법(Natia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NHSCCA)이 공표되면서 중앙·지방정부가 운영하던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민영화되는
소위 ‘복지혼합경제’, ‘복지다원주의’가 가속화되었음.

•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특별이전금 중 85%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지방정부에 부과되었기 때문이며, 역설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그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ISSUE 2 | 커뮤니티케어와 장애인의 자립생활

∙ 163

5. 지방ㆍ재정분권
• 일본 역시 2009년 개호보험 개정을 통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

• 지역포괄케어체계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지방의 재정분권을 기반으로 함.

• 일본에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소위 ‘삼위일체개혁’을
추진해왔음. 

• 한국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이 약 8대 2로 추정되고 있으나 일본은 총 세수입 중 지방세 비중이 40%로
20%에 그치는 한국에 견줘 2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음.

5. 지방ㆍ재정분권
•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관리책임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수준에서 부담해야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윤홍식 외, 
2018).

• 또한, 커뮤니티케어 개념을 만들어낸 영국, 한국과 제도적 맥락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방·재정분권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토대가 생겨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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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커뮤니티와 돌봄서비스 연계사례의 시사점
1)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공동체 참여 강화

• 도시재생, 자치 측면에서 주민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경향이 강한 국내와는 달리 일본사례에서는 통합
적 돌봄서비스적 측면에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이는 고령화사회와 인구감소가 기정 사실이 된 일본의 현재 상황에서 비용지출 증가에 따른 부담과 계속적
으로 나타날 인적자원 부족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에서 살아가는 고령자를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Ageing in place 관점에서의 접근임

•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라는 개념을 통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재원·규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 비영리 자원조직들(Voluntary Organizations)을 통해
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의 역할과 영향력은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에도 미미한 편이며 고령자 돌봄과 질에 부정적인 인
식은 적은 편임

6. 지역커뮤니티와 돌봄서비스 연계사례의 시사점
2) 비전문적 역할, 상호부조 형태의 사회안전망화

•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중학교 1구가 포괄하는 규모의 범위로 지역 거점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운영
하고, 이를 중심으로 의료, 생활지원, 간병, 교류, 대상자 발굴 등을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주민, 자치회나 마을회 등 주민조직, NPO 등 민간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나 교류, 
발굴 등 큰 전문성이 요구되지는 않는 형태임.

• 영국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노인 돌봄 서비스 중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돌봄, 말벗되기 등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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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커뮤니티와 돌봄서비스 연계사례의 시사점
3)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 일본의 경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주민의 지원, 교류활동에 대해서는
개호보험 내의 ‘지역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구민회관, 공원 내 광장, 마을회관, 집회소 등 지역자원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지역 살롱’으로 명명하여
이를 활용한 공동체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4)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활동 재원 마련

• 영국 Age Concern Eastbourne은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무료, 예약필수, 유료서비스로 나눔.

• 비교적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함.

• 홈케어, 미용치료, 세금상담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는 예약 혹은 유로로 운영하여 단체 운영의 주요 재원
으로 활용함.

•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원의존도를 낮추고, 변화하는 정책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재정구조를
마련함.

6. 지역커뮤니티 기반 돌봄서비스의 적용방안 구상
1) 복지 관점의 공동체 활동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연령과 소득 등의 측면에서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 특성이 있음. 시혜적 복지가 필요한 지역과 공동체성을 통
해 지역에 의한 사회안전망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존재함.

• 따라서 지역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의지가 있는 주민 등을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이는 기초지자체, 동 주민센터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2) 복지관점의 공동체 활동 추진 시 물리적 공간 제공

• 일본 사례에서 나타나는 '살롱'은 고령자, 아동을 포함한 그룹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제공되는 장소임.

• 지역 거점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현재 있는 시설의 활용, 빈 집 등의 리폼을 통한 장소
제공 등을 생각할 수 있음.



2018 장애정책박람회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과제

166 ∙

6. 지역커뮤니티 기반 돌봄서비스의 적용방안 구상
3) 지역공동체에 기대할 수 있는 활동 및 공공의 지원·연계

•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해 연결된 지원대상자의 건강, 고립, 급작스러운 상황변화 등이 공공의 돌봄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서울시 복지재단의 <소지역중심 복지생태계 조성사업>에서 나타나는 ‘복지분야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복지생태계 기반 조성’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음.

※ 소지역중심 복지생태계 조성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복지기반이 취약한 소지역에 복지생태계 조성

지역에서 사각지대 시민을 보호하고,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 마련

현 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복지 모델 개발

- 사업내용 : 복지기반이 취약한 소지역에 지역사무소 설치 및 지역복지전문가 지원

주민참여, 주민주도, 주민욕구에 기반한 지역밀착형 복지사업 추진 등

6. 지역커뮤니티 기반 돌봄서비스의 적용방안 구상
4) 공동체 및 자원봉사 활동 관리 및 지원 확대

• 일본과 영국 모두 활동에 있어서의 주민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재정적인 지원은 활동 경비 등으로 실비 지원되는 등 크지 않음.

• 일본의 경우 재원을 중앙,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제도를 통해
추진되었기 때문임.

• 영국의 경우 기부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복지 영역에서 주민공동체의 자발적인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자 할 경우 현재보다 공동체를 키우고, 
복지를 포함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큰 수요의 복지비용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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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본 연구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공동체를 활용한 케어시스템을 살펴봄.

• 이러한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의 경우 보험 등 복지제도의 영역에서 주민공동체를 활용,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지역 내 주민조직화를 지원하고 지속성과 자생력을 촉진하기 위한 준비 및 실제 활동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2000년 일본의 개호보험이 시작된 후 복지서비스와 복지 인력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했으며,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사회안전망에 대한 공공서비스 비용 부담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면서 지역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했음. 

• 따라서 일본의 지역복지는 커뮤니티케어로 설명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주민과 주민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 부여, 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 활동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자원봉사와 지역의료 등 그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자원 등의 파악 등 주민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영국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제안 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에는 구빈법과 자원부문 의 오랜 역사가 있
었기 때문에 가능. 

• 지역단위의 구빈 행정과 자선활동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 책 아이디어가 등장할 수 있도록 했고, 특
히 자원부 문은 커뮤니티 내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케어 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근대사회 들어서도 커뮤니티 케어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의 역사에서 뚜렷이 대비되는 두 가지 정책모델인 1970년대의 시봄 체계와
1990 년대의 그리피스 체계는 영국의 복지국가 축소 이 전과 이후의 커뮤니티 케어의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모델(공선희, 2015). 

• 이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정치적 질
서에서 시행되느냐에 따라 그 성격과 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극히 동태적인 개념임. 

• 지역사회 돌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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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각해 볼 주제들
• 제도 만능주의 (라운드 어밧)

• 일본, 영국 관계에 있어 문화적 측면 (개인과 개인과의 거리)

• 후발 주자의 어려움: 제도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정착. 이미 기능적 등가물로써 다른 제도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서울시 복지생태계, 인천시 마을공동체, 남양주 케어센터

• 지역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적 욕구

• 사회적, 역사적 맥락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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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1 >

커뮤니티케어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그리고 사람중심계획(PCP)

전경철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ISSUE 2 | 커뮤니티케어와 장애인의 자립생활

∙ 173

커뮤니티케어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그리고 사람중심계획(PCP)

- Commnity Care and Community Living -

전경철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1. 시작하며

먼저 장애인에 한 지원이 당사자에게 더 가깝고 접하게 진행되려고 하는 ‘커뮤니티케

어’를 환 합니다. 다만 커뮤니티케어가 일상생활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삶 전체를 지원한다

는 넓은 의미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개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community living)

이라는 부분이 덜 강조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며,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 당

사자가 선택하는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더 고민하

게 됩니다. 또한 발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제가 장애인부문보다는 노인복지서비스에 한 

논의가 주로 된다는 점에서 토론의 한계는 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발달

장애인에 한 서비스도 포함되고 있기에 발달장애인의 커뮤니티케어에 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행복을 위해서는 시스템보다는 개별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커뮤니티에 반 쪽에 있는 것은 ‘고립’과 ‘격리’라고 볼 수 있다. 어느 누가 되었던 커뮤니

티와 분리되어 고립되어 있다면 이는 국가가 시급히 해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

는 것 같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어디까지 지원할지에 한 방법들이 다를 뿐이다.

발제문에 제시된 것처럼 커뮤니티케어가 공공자원의 부족을 메우는 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수 해외의 선례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재정적인 문제와 함께 “장애인의 삶”에 

한 방향과 안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많은 복지서비스들은 새로이 증가되는 복지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

운 기관의 설립하거나 확장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지금의 커뮤니티케어도 기존의 전

달체계를 읍‧면‧동 또는 그 보다 더 크거나 작은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안에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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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재 정립하고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복지수요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 한 지원에 있어서는 기관의 기능을 확 하거나 신규 기관의 설립으

로과 같은 기관중심 서비스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달성하려는 목표에 이르는데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1) 외국의 선례들이 개별적인 지원변화하는 것도 이러한 패러다임이 반 된 것

이며 발제에서 제시된 커뮤니티케어도 개별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지에 한 고민이 들어 있

는 것 같다.

기관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의 전환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0만명으로 통계보고 되고 있다. 20만 명에게 개별지원을 한다고 

하면 단순한 추측으로는 20만개의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국내의 모든 발달장애인

들이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한지 않는다 하여도 수 만명에 한 수 만개의 개별지원계획이 필

요하게 된다. 또한 수 만개의 개별지원계획은 개인의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선호에 의

해2) 만들어지므로 모든 개별계획은 다른 유형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수 만개의 

서비스를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이 효과성이나 효율

성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지원방법을 개별적인 지원3)으로 바꾸게 

된다. 

커뮤니티케어가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한다면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지원을 좀 더 강조하여

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위한 사람중심서비스는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기관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일생도록 계획됨

분리된 프로그램들이 제한되게 선택됨

장애인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함

서류철 결재라인 마감에 집중 됨

기출과 치료적 전략을 강조함

계획을 후원자 규제기관 정책에 맞춤

당사자의 개인별 프로그램 수립

횟수가 한정되지 않은 개별적도전으로 설계

각각의 사람마다 새로운 재능을 찾기

삶의 질에 집중하기

꿈 욕망 의미있는 도전을 강조

계획을 사람들의 지원에 맞추어 구성

출처:Beth Mount. 1992. Person Centered Planning : Finding Directions for change Using Personal Futures Planning.

1) 이를 지원패러다임(support paradigm)이라고 하며 지원패러다임의 사람중심계획(Person Centered Planning)
과 개인예산(Personal Budget)이 그 핵심이며 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제19조의 자립적 생활이라는 
지역사회 삶(Community Living)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2) 장애인당사자의 개별적 선호를 Important to라고 하고 객관적인 지원을 important for라고 말할 수 있다. 
PCP에서는 이에 한 균형있는 지원을 강조한다.

3) 개인예산, 사람중심계획으로 이야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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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작은 단위의 케어와 발달장애인 지원서클(Circle of Support)

커뮤니티케어에서 설정하고 있는 지역사회공동체는 읍‧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쪼개지고 작아지는 것은 사람중심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유사하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의 커뮤니티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더 작게 구성 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은 가능한 한 더 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로 하고 그 활동을 위한 지원인력은 당

사자 주변에 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를 지원서클4)이라고도 한다. 지원써클이 없는 발

달장애인은 마치 휠체어와 편의시설이 없는 공동체에서의 신체장애인을 가정하는 것과도 같

은 것이다. 

커뮤니티케어가 제공되는 공동체 서비스가 지속되려면 발달장애인 옆에는 발달장애인을 

가장 잘 알고 늘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인력(퍼실리레이터)과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직접지원

인력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사람 모두는 누구와 살고 누구와 같이 활동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5)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가 커뮤니티내의 케어(In care)와 커뮤니티에 의한 케어(By care)로 나뉘어 진다고 할 때 두 

경우 모두 발달당사자의 “선택”과 “통제”가 보장되기 위하여 “누가 옆에 있느냐”를 고민해야

하며 이것이 지원써클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달장애인의 선택권보장을 위해

서는 커뮤니티케어안에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써클을 어찌 구성할지가 포함되어야 하

며 이는 커뮤니티케어가 목표로 하는 비공식적 자원6)의 활용과도 직결된다.

삶(living)이 있는 커뮤니티 케어(care)를 위한 것들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통제를 높여주기 위해 사람중심계획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필요하다

고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관이나 시스템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의 균

형잡힌 삶의 질이라는 목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첫 번째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을 질의 개선을 위한 개인의 “꿈”과 “희망”을 지역사

회에서는 관심을 두어야 한다. 미래의 “꿈”과 “희망”이 없는 케어(care)는 마치 죽어 있는 삶

이라는 의미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지역사회 돌봄의 방향은 미래에 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걸음 한걸음 나가야 한다. 장애인당사자의 개별적 꿈을 경청하고 이를 실행계획으로 바꾸

4) 사람중심계획(Person Centered Planning)에서 지원서클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임.
5) 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의 자립적 생활 : 장애인은 누구와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6) 공식적자원은 유급서비스에 관여된 지원이며 비공식적지원은 지역사회안에서 친구, 이웃이 급여적인 지원외

에 장애인당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것을 의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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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들이 커뮤니티케어안에 반 되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만들어진 개별계획에 한 변화이다. 모든 사람의 꿈은 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화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꿈은 인생에 한 꿈 그리고 10년후에 나의 모습, 그리고 

당장 내일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지에 한 수많은 선택과 욕망들이 있다. 이러한 변화

와 유연함이 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또한 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삶이라 보기 힘들다.

세 번째 자원할당에 한 개선이다. 개별적 계획은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전환을 의미

한다.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도 전달체계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아닌 개별당

사자를 위해서 세워진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며 “계획실행”에 맞추어 시

스템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할당의 방식 또한 장애인의 기능에 

한 기준이 아닌 우리 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평균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액

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담보되어야만이 지금 논의되는 케어가 협의의 케어가 

아닌 광의의 케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발달장애인을 누가 지원 할 것 인가?에 한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케어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누구와 함

께 살 것인지는 삶의 질과 직결된다. 나와 친 한 친구, 연인, 동료들도 사귀기 쉽지 않지만 

나의 다수의 사생활을 함께 공유할 지원인력이 나와 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

한 하루하루가 될 것이다. 나와 취미가 비슷하고, 가고싶은 곳도 같고, 그리고 먹고 싶는 음식

이 비슷한 모든 것이 완벽한 지원인력을 찾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와 함께 사는 사

람에 한 선택에 있어서 최 한 나의 의견이 반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누구와 살지, 

누구에게 지원을 받을지에 한 선택이다.

이외에도 많은 의미있는 변화들을 필요로 하지만 우선 제시된바와 같이 개별계획과 개인예산 

그리고 지원인력의 변화가 이번 커뮤니티케어에서 우선적으로 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3. 마치며

장애인복지의 정책목표가 좋은 시설, 좋은 기관에서 부정과 부패가 없는 클린 서비스를 제

공하고 국가가 인정하고 높은 수준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집중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이 존재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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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동안 우리는 장애인에 한 “존엄”을 위해서 많은 기관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왔다. 하지만 자립생활운동이후 발달장애인에 한 지원방법은 개별적인 지원으로 변화되어

야 한다는 보고서와 정책제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인권중심이고 개별적인 서비스가 모든 발달장애인의 삶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못할 수도 있

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삶의 

유형이 있기에 우리는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순수한 개

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양과 허울만 있는 그런 그러한 변화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경계하여

야 한다.

삶(Liviing)이 빠져 있는 커뮤니티 케어가(care) 되지 않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179

< 토론 2 >

장애인자립생활과 커뮤니티케어

한동식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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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과 커뮤니티케어

한동식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

▢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 한 정의를 개인적, 인문학적, 종교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설명을 단순하게 설명하고자 하면 그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

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자유의지 로 

살아가면서 개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선의 가치를 이루기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삶

의 가치와 실현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장애계는 1970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자립생활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환경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특히, 시설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자립생활 진 의 노력은 인

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지극히 보편타당하고 인간적인 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지난 20여년간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의 자립생활을 부르짖으며 요구해왔던 

장애인의 외활동을 위해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배경으로 하는 장애

인당사자의 이동권 확  또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고자 노력하고 요구했던 것

들 역시 인간답게 살고자 했던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립생활 진 의 부단한 노력

과 요구 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가 외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인간답게 

살게 하겠다는 정책적 외침이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자립생활 이념의 관점에서 커뮤니티케어

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

고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해 얘기를 하고자 하며, 특히 발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과 일본

의 커뮤니티 케어를 배경으로 하는 일련의 정책들과 지원방안에 해 한국적 커뮤니티 케어

를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일지 언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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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사례에서의 고민해야 할 부분

발제문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국과 일본의 사례로 

나눠서 그들 국가에서의 노력과 정책에 해 들여다 보았으나, 필자는 개별 국가의 사례를 하

나씩 나눠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과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 법률개정을 통한 국가책임의 역할분담 필요

 일본의 개호보험은 이미 1990년 부터 시작된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계획’

의 내용을 담은 ‘골드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왔

으며, 현재의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고령자가 가능한한 스스로 익숙하게 살았던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살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포괄적 연계시스템을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국에서의 서비스제공의 주체를 우리나라처럼 준중앙정부기관

의 성격을 지닌 국민건강보험만을 보험자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주체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방분권화를 꾀하

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재가중심의 지역 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제도 설계의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

를 요양보장자로 지정하면서 각 지역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의 확충과 

이에 수반되는 인력구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동시에 요양보험료의 부과 및 징

수, 그리고 배분 등의 업무는 공단의 역할로 지정하면서 국가책임의 원칙과 관리업무

의 효율화를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부정책에 한 확실

한 기조를 잡아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역할과 기능만 약화되고 현재의 복지재원 마련

에 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재원에만 의존하게 되면 지역간 상 적 차별과 박탈감이 

발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수립과 진행에 엇박자를 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지역중심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 필요

 커뮤니티 케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 가운데 하나는 발제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살 수 있는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에 있는 만

큼 수용시설을 위주로 하는 서비스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재가복

지 서비스의 보급에 그 일차적인 의미를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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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부분은 지역사회에 그러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

의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

러한 서비스를 단순히 시장경제 체제에만 맡기는 것보다 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한 협

동조합, 비 리민간단체 등의 비 리법인을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 확 에 한 부

분도 고민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화와 비 리법인의 활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존 재가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의해 운 되도록 유도했던 결과, 자율

경쟁 체제에 의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라는 기 와는 달리 이용자에 한 질 높

은 서비스 제공보다는 경제적 이득만을 노린 요양보호사와 제공기관의 이용자 확보

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보

니 결국 과당경쟁에 의해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동시에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한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나의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제 폐

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에 한 형태를 고민하던 과정에서 기존의 서비

스 전달체계를 배제하고 새로운 전달체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이

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근시안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의료서비스 중심이 아닌 사회서비스 개념의 확  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의 개념을 들여다

보면 방문간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간호서비스 제도와 말벗제공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모순점은 기

본적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간호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들을 발굴하는데 치

중하는 형태의 판정체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판정체계로는 지역사

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탄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은 제도에 한 기본적인 철학을 전제로 다양한 복지욕구 서

비스를 지닌 상들과의 소통을 통한 욕구들을 정책과 제도에 어떻게 반 시켜야 할

지에 한 고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민과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노인장

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에 한 칸막이로 인해 65세 이

상의 장애인들은 그들이 지닌 사회적활동에 한 욕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노인장

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당히 일방통행식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상자들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서비스의 제공과 해석의 경직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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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제안된 내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야 함과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한 시장경제에만 의지하는 형태의 무한

자유경쟁에 의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 하는 것은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의 기본

적인 역할에 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 서비스 상자 및 예측 수요에 한 빅데이터 구축 선행

 필자는 지난 2017년 서울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있었던 10주년 기념 토

론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 토론회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주)웹와치 장애인사회적

경제조직 육성팀 김의수팀장의 토론문 내용이었다. 그 토론내용은 개인예산제에 

한 부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국의 장애인들을 상으로 한 건강권 개인예산제를 

소개하면서 국의 ‘장소기반 건강(Place-Based Health)’1)라는 정책을 소개하 고 

1) 국 NHS가 제시한 ‘장소(Place)’ 개념에 한 단계적 이해를 소개한다. 

작년 웹와치 국 연수에서 ‘장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다. 연수과정과 연수 후 국내애서의 토론에서 ‘장
소’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졌다.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장소’ 개념을 해석해 볼 수 있다

1. 국에서 처음 이 개념을 들었을 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의심했다. 가령 진보가 ‘계급’ 이란 용
어를 주로 쓰지만 같은 의미일지라도 보수는 ‘계층’을 선호한다, 플레이스와 커뮤니티도 그런 정치적 입장
차에서 나오는 레토릭이 아닌가 판단한 것이다. 

2. 그런데 삼일째 런던 해크니(Hackney) 자치구 방문에서 구청 공무원이 건강 향평가의 실질적 부활과 일
종의 환경부담금 부과를 언급하자, ‘장소’는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이면서 복지 역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
되었다. 이때의 장소는 국가의 책무 역에 있기 때문에 사회모델 범위에 있다. 이것이 장소에 한 우리의 
두 번째 해석이었다.

3. 특히 해크니에서 만난 사호적기업 해크니 개발협동조합(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 HCD)
은 해크니 구청에서 공간(토지, 건물)을 위탁받아 직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임 수익을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고 있었다. HCD나 앞서 언급한 코인 스트리트 사례는 ‘장소’가 복지 역을 넘어 시민이 장소에 적
극 개입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정부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모델에서 예컨  사회-시
민 모델로의 적극적 이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통상 커뮤니티가 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개념일 때 장소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환경복지와 연관시켜 검토할 필요도 있다. 한편 위 표의 3단계는 전통적인 진
보의 입장에서, 토지에 자본을 개입시키는 행위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사회적기업의 가치 창출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토지에 한 전면 국유화를 실행할 수 없다면, 3단계는 
제한된 차원이나마 진보적 상상력을 실행하는 다양한 모델의 하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소’ 개념의 단계적 이해

1단계 2단계 3단계

연관 범위 정치적 수사
국가

(복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조직)

연관 모델 진보/보수 사회모델 사회-시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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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지역 즉, 장소를 기반으로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 지역을 조사한 결과 상

적으로 빈곤지역에서 많은 당뇨환자들이 발생한다는 조사결과를 토 로 이들지역

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을 상으로 집중적인 건강관리에 치중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

갔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건강증진 및 유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상의 설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기반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

로 다양하고 유의미한 정책들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커뮤니티케이만을 위한 빅데이터가 아닌 향후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지역의 특

수성을 감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마치면서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플랜내용 매우 고무적이며, 계획추진 

일정 또한 상당히 추진력있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NHS 방문시 공무원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래 빈곤지도 다. 이 지도는 
100년 전 국 빈민가와 현재의 빈민가가 일치하고 있으며 빈곤지역일수록 중증질환 발병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의 장소기반 건강정책은 이처럼 지역의 경제적 환경과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매우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이런 걸 제안하면 좌파적 시각이라고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을까? 

현재 당뇨병 고위험군 지역(좌)이 1880년 빈곤지역(우)과 일치하고 있어 빈곤과 질병의 상관성을 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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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추진단의 향후 계획에 따르면 전문가 검토와 공개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잠정적으로 8월까지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에 있으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0)’에 반 하는 등 범정부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기본 일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한 계획이 원하는 방향 로 원만히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절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음을 인시가고 그에 한 

깊은 논의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에 한 논의와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과정 뿐만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우리는 늘 기본적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몇마디의 구호에 휩쓸리는 정책들이 

만들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혼란과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기결정권과 당사자주의이라는 이념

을 기반으로 장애인당사자들의 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이념철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지원을 위한 제도

화와 법제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 이념들이 상당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왜곡,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정책의 기본적인 개

념과 목적성을 어디에 중점으로 두고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지난 정부 10여년간 복지현장의 현실이 상당히 피폐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들에 

한 분절적이고 상당히 소모적인 형태의 정책과 제도들로 인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

야 하는 당사자들이 그 어느 범주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 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

다는 현실에 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얼마전 사회정보원이라는 곳의 기

능과 역할에 한 고민, 장애인권익옹호지원기관과 인권센터간의 기능적 차이에 한 이해 

부족 등,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복지서비스의 기능적 다양화에 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

으나, 간혹 이러한 서비스 기관들이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결국 

서비스 이용 상에 해 궁극적 책임을 전가하는 핑퐁(Ping-Pong)서비스2)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인 인식해야 한다.

끝으로, 앞서의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중앙정부에서는 정책들을 만

들기에 앞서 혹시나 현재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질 계획에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 쇼윈도식의 

보여지기식의 정책은 아닌지, 그리고 모든 복지에 한 고민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복

지서비스 상자들에 한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2) 탁구용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정부기관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하는 식의 정부정책에 한 비판적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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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3 >

정신장애와 커뮤니티 케어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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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커뮤니티 케어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

한민국에서 정신보건법이 제정 시행된 지 20년이 된 2018년에 보건복지부가 6만 8천명

이 정신병원에 1만 2천명이 장기요양시설에 있다고 발표했다. 한민국의 경우는 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을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감금하고 있는 정신건강시스템이다. 

정신보건법 시행 전 3만 병상 숫자는 8만 병상으로 증가하 고 OECD는 이러한 한민국

의 정신건강시스템에 하여 분석한 후 “Hospitals dominate Korea’s mental health 

care”라고 표현하 다.(MMHC-Country-Press-Note-Korea.pdf)

OECD 2011 자료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88개라고 했는데 이건 과소 보고된 것이다. 총 8

만 명이 정신건강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되어 있으므로 한민국 인구가 오천만이라고 하면 

10만 명당 160개 병상이 있는 것이다. 미국은 10만 명당 25개, 지역사회로 탈원화가 가장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이태리는 10만 명당 10개가 있다. 

작년 11월과 금년 6월에 방문하 던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멘털헬스 센터에는 많은 정신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하고 많은 인력이 병상 6개 밖에 없는데도 격

리와 강박, 강제입원과 치료를 하지 않고도 많은 숫자의 지역의 중증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주

민들에게 일일 24시가 1주일 7일 년 365일 진료 뿐 아니라 일상생활 훈련, 여가 프로그램까

지 운 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에 잘 

처하고 있다.

즉,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6.5배 내지 16배 넘는 병상은 본인의 치료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본질은 정신건강문제가 없는 다수의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다수의 약자들인, 정신장애인의 이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회활동에 참

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5월 30일까지 보호자 동의에 근거한 입원이 부분인 강제입원을 하게 되면 6개

월 동안 환자들이 병원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다. 치료가 다 되었다고 해도 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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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은데 6개월마다 있는 입원 연장심사가 강제입원 환자들에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2014년에 강제입원을 6개월 더 연장할 지를 결정하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

사현황을 보면 73,353명이 심사받았는데 70,507명이 계속 입원을 명령받았다. 퇴원율이 

3.9% 고 지역편차도 너무나 큰데 인천의 경우 8.9% 퇴원하는 반면 부산에서는 0.4% 퇴원

하 다. 

그런데 2016년에 제가 청구인 박모씨를 리하여 1995년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이 헌법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하 고 이에 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강제입원을 어렵게 만드는 2017년 5월 31일 개정 정신보건복지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하고 현장에서는 강제입원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러나 2018년 5월 25일에 보건복지부가 비자의 입원 비율이 정신보건법 개정 덕분에 줄

었다 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정신보건법 개정 전후로 정신병원 입원 환자수가 2016

년 12월 31일에 69162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2018년 4월 23일에는 66523명이다. 2016

년 비 입원환자수는 3.82%만 줄었고 다수인 96.18%의 입원환자수가 2018년 4월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발표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2017년 검찰청에서 발표하는 범죄분석 자료라는 문헌에 2016년 전체범죄자 수는 약 

200만 명이다. 이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8,300여명으로 약 0.4%에 불과한 사람

들이 범죄를 저질 다. 2016년 역학조사에 따르면 한민국 인구의 7.2%인 287만 명이 조

현병을 비롯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국민들 중에 상당히 다수를 차지하

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 극히 소수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정신질환 진단받

는 사람들의 천부인권인 신체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가 정신보건법, 현행 정

신건강복지법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1993년까지는 검사 다. 당시는 권위주의 정부의 잔재가 강해서 검사의 

힘이 셌다. 하지만 그 때도 사회의 한 집단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들을 

쉽게 하지는 못하 다. 따라서 그 당시 정신병원에 두 번이나 입원하 다고 퇴원하 으나 도

저히 희망이 생기지 않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의사들과 주변의 말

에 좌절하며 오랫동안 살아갈 용기를 잃었던 나도 가족의 케어, 좋은 정신과의사의 양심적인 

진료의 도움과 신앙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이렇게 완치될 기회를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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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두 번째 입원하 던 부산의 한 정신병원의 젊은 의사는 “더 치료받아야 하므로 퇴원

이 어렵다”고 저와 당시 서울의 한 의과 학 주임교수 던 처남과 저의 아내의 퇴원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하 다. 서울로 이사를 가야한다는 간청을 하여 어렵게 퇴원이 허가되기는 하

고 당시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만약 내가 정신보건법 체제하에서 비자의 입원 되었다면 정신과 의사의 판단과 의견이 훨

씬 더 강했을 것이고 다른 장기수용 되어 장애인이 된 많은 정신장애인 이웃과 같은 처지를 

면치 못하 을 것이다.

미국에서 연구를 한 결과 지난 12개월 동안 범죄피해자가 될 위험이 일반인과 정신장애인 

중 누가 높은지를 연구한 결과, 폭력범죄 같은 경우는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일반인

들에 비교하여 11.8배 높은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증정신질환자들은 25.32%가 

지난 12개월 동안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2.79%가 같은 응답을 하 다.1). 성폭

행 피해 위험은 중증정신질환 환자들이 22.5배가 높았다. 

제가 아는 분은 사기꾼들에게 넘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는데 자신의 명의로 수많

은 스마트폰이 판매되고 그 이용료가 막 한 돈이 부가되었으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

다. 어떤 사회복지사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형제가 명의를 몰래 

빼돌려서 신용카드를 만든 다음에 카드빚을 만들어서 장기요양시설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

하시는 환자가 신용불량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정신질환자 집단은 범죄자이기 보다는 범죄

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건의 보도와 같이 정신이상이 있는 사

람에 의한 사건이 일어나면 비정신장애인인 국민과 여론은 정신장애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로 취급하는 것이다.

1995년 이전까지는 형제복지원 같은 부랑자 시설에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감금했

었다.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통과되면서 치료를 하겠다는 명목 하에 건강보험과 저소득층

을 위한 의료급여라는 법이 제공하는 돼지저금통인 국민 세금을 가지고 지난 23년간 정신병

원들과 정신요양병원들이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일본과 한민국을 제외한 부분의 OECD 국가들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간호

사들이, 피어서포트 스페셜리스트라는 동료지원가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복약관

1) Teplin, L. A., McClelland, G. M., Abram, K. M., & Weiner, D. A. (2005). Crime victimization in 
adul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comparison with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8), 9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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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뿐만 아니라 주거 지원, 사회적응 훈련지원, 취업지원을 하는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서비

스 체계를 만들었는데 한민국은 지금까지 환자가족들이 약을 처방하는 기능 이외 모든 심리

사회적인 서비스 및 주거지원을 책임지도록 하는 왜곡된 치료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다.

 

2012년에 건강보험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 비용으로 4조 2천

억 원을 썼다. 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예산은 2012년 비 36.85%가 증가할 정도로 관련 

서비스에 한 수요가 엄청 늘어났다. 지난 1년 동안 287만 명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경험

하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정신건강서비스의 수요가 늘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

이 이 돈을 더 지혜롭게 사용하는 스마트한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들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선진적인 제도혁신에서 자신을 계속 왕따 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년 8월말 발표된 내년의 예산항목을 보아도 지역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정신장애인

과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에 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서비스 공급자들을 위한 예산

만 늘어나고 있다. 

정신병원에 모두 감금해서 치료 하는 것이 주된 치료방법이 되다 보니 지역사회에 나오면 

복약관리부터 다양한 삶의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  입원을 경험했

던 많은 환자들이 정신병원에 한 트라우마가 심하다.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에 의하여 강제

입원이 되는 과정에서 병원을 신해서 민간이 폭력적으로 강제입원 상 환자를 납치한 뒤

에 이송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분은 밤에 자고 있는데 불법으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온몸을 

밧줄로 묶은 다음에 차에 실고서는 반항한다고 온몸을 구타당하기도 하 다. 병원에서는 약 

10평도 안되는 방에 10명의 환자들이 침  없이 바닥에 누워서 살아야 하는데 6개월 동안 

면회도 안 되고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누가 다시 거기로 들어가고 싶겠는가.

 

지역건강증진센터는 시군구마다 1개씩 있는데 센터들 간 역량이 천차만별이다. 지금처럼 

청와 가 중심이 되어서 자살예방정책을 정치적으로 어붙이는 과정에서 이런 센터들은 기

존에 정신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근

로자들이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이고 임금수준이 높지 않아 직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전

문가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부분은 정신전문의 1명에 간호사 1명 원무과 직원 1인으로 구성된 정신전문의학과 의원

에서 한 달에 1~2번정도 외래치료 받는데 많은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이런 외래치

료만 받고도 지역사회에서 잘 지내고 있고 이들의 가장 큰 욕구는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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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사관에 망명 신청했던 여성가족부 중앙정부 공무원도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나름 자

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이 정신건강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중증 증상을 가진 분들은 약 처방과 15분 외래가지고는 증상관리가 어렵다. 

한민국의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는 개인이 가진 천부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치료방식

만을 환자들에게 치료의 옵션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치료명령제도라는 것도 결

과적으로 만약 환자가 그런 폭력적이고 비과학적인 치료접근방식에 저항할 경우에는 강제입

원 시켜야 한다고 협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강제입원이나 장기입원이 주된 서비스 지출 아이템이 된 시 는 탈원화가 규범이 

된 2018년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라진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신보건법 개정에 의해 장기입원 환자들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케어의 부재로 다수의 입원환자들이 퇴원하지 못하고 병원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은 환자 본인의 인생에는 비극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며 정의에 반한다.

OECD 국가에서 맥시코나 체코 이런 국민소득이 2만 불이 안 되는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환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그들이 성공적으로 회복되어 지역사회의 생산적인 모범시

민이 되도록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의료계

가 기울이지 않은 채 비자의 응급입원 등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끝

까지 싸울 것이다. 

 

시설수용에서 인권침해는 강제입원을 어렵게 만드는 것과 상관없이 발생한다. 교도소나 정

신병원 같이 관리자와 환자 또는 재소자의 권력불균형이 극 화 되는 공간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는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탈원화 만이 유일

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최근 백제중 의사의 “자유가 곧 치료다.”라는 이탈리

아 정신보건시스템 개혁의 감동적인 저술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지난 6월 트리에스테 컨퍼런스에 참석하 을 때 당시 탈원화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 던 많

은 분들이 감동적으로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고 한 10년 또는 20년 

후에 감동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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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4 >

척수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이승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척수재활연구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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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이승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척수재활연구소 부장 

발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지역공동체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케어 구축과 공동체 형성의 긍정적 효과를 기 할 수 있을까에 한 내용으로 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봤다.

시 적 요구인 커뮤니티케어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선실시 후개선의 방식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정부는 좀 더 신중하게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범

국민적 장애 인식 향상에 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발표된 후 다양한 기관에서 앞다퉈 세미나, 토론회 등

을 개최하고 있다.

다양한 공급자들 사이에서 누가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하여 고민해야 할 것

이다.

일본은 비 리와 리의 장벽이 무너져서 비 리분야에 리회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국내에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공공성과 사회혁신성이 강한 사회적 경제조직

이 많다.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커뮤니티케어의 본질을 이해하

는 가운데 우리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 공공기관 협회/단체 기타

한의사협회

한한의사협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간호협회

한작업치료사협회

한물리치료사협회

사회보장정보원

경기복지재단

광주복지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고양시정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재가노인복지협회

한노인요양병원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건설관계기관

예방의학 관련 학

<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하는 기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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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회의 주제인 ‘커뮤니티케어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장

애등급 1,2급과 중복3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 중 사회의 역군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3중(중도, 중증, 중복) 장애인 척수장애

를 겪으면서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해서 척수협회

의 사업과 당사자의 삶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척수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일상홈’ 

○ 척수장애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후천적(약94%)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으로 손상 

정도에 따라 사자마비, 하지마비 등을 겪는다.

○ 장애인이 된 이후 부분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다.

 장애 수용의 어려움 : 장애 이후 자살시도 경험 32%

 경제적 어려움 : 개인부담 의료비 평균 3,100만원

 원직장 복귀의 어려움 : 사고 후 무직 70%

 가족관계 악화 : 장애 이후 이혼 경험 75.4%

○ 그러나, 국내에서는 장애 이후의 삶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다.

 ‘치료’위주의 재활서비스

 공급자 위주의 장애인 지원 정책

 척수장애에 한 구체적 이해 부족

 재활관련 전문가(재활상담, 직업재활)의 부재

○ 그래서 척수장애인의 입원기간은 길어져만 간다.

 해외선진국 평균 3개월

 우리나라 평균 30개월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코자 협회는 2007년부터 국, 스위스, 미국, 일본, 뉴질랜드

의 척수전문센터를 견학 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2014년~2017년)으로

「중도･중증장애인의 일상의 삶 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운 하 고, 2018년 현재 외부 

펀딩을 받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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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은 퇴원예정인 척수장애인 상의 준비된 지역사회 복귀이며, 사업내용은 병원

에서 지역사회로 복귀 전 준비단계로「일상홈」(커뮤니티케어의 중간집과 같은 목적으로 

지역사회 연착륙 유도)이라는 주거 공간에서 일상생활코치(척수장애인)와 입소하여 4

주 훈련을 실시하고, 직장/학업 또는 집으로 일상복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프로그램 내용은 일상생활 훈련, 생활･사회적응 훈련, 상담, 개별맞춤 훈련, 사후관리 

등이 있다.

일 정 내 용

참여 전

환영식 진행(장소: 일상홈)

참여자 사전 설문지 작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장애수용, 사회참여도 측정)

참여자 교육 (일상홈 생활규칙 교육, 서약서 작성)

프로그램 계획 수립

1주

∙ 일상생활훈련: 마트장보기, 가사활동(설거지, 빨래, 식사준비, 청소 등)

일상생활동작(트랜스퍼, 환복, 신변처리 등)

∙ 문화․여가프로그램: 영화관람, 뮤지컬, 연극 등 공연관람

∙ 생활체육: 실내체조, 근력운동 등

∙ 상담프로그램: 초기상담

∙ 교류프로그램: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방문, 기타 관련 행사 참관

∙ 개인별맞춤형프로그램: 개별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

2주

∙ 일상생활훈련: 마트장보기, 가사활동(설거지, 빨래, 식사준비, 청소 등)

일상생활동작(트랜스퍼, 환복, 신변처리 등)

∙ 문화․여가프로그램: 스포츠체험, 야외활동

∙ 생활체육: 실내체조, 근력운동 등

∙ 상담프로그램: 진학 및 직업상담

∙ 교류프로그램: 오픈하우스(지인 및 가족 초 )

∙ 개인별맞춤형프로그램: 개별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

3주

∙ 일상생활훈련: 마트장보기, 가사활동(설거지, 빨래, 식사준비, 청소 등)

일상생활동작(트랜스퍼, 환복, 신변처리 등)

∙ 문화․여가프로그램: 영화관람, 뮤지컬, 연극 등 공연관람

∙ 생활체육: 실내체조, 근력운동 등

∙ 상담프로그램: 개별심리상담(필요시 진행)

∙ 교류프로그램: 기타 관련 행사 참관

∙ 개인별맞춤형프로그램: 개별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

4주

∙ 일상생활훈련: 마트장보기, 가사활동(설거지, 빨래, 식사준비, 청소 등)

일상생활동작(트랜스퍼, 환복, 신변처리 등)

∙ 문화․여가프로그램: 스포츠체험, 야외활동

∙ 생활체육: 실내체조, 근력운동 등

∙ 개별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

수료 후

수료식 진행(장소: 일상홈)

참여자 사후 설문지 작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장애수용, 사회참여도 측정)

사후관리 진행(상시)

〈일상홈 주차별 프로그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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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참가자현황(총 20명)

○ 2017년 일상홈 효과

 일상생활 복귀

 참가자의 변화

성별 장애손상 연령 장애발생원인 입원기간(평균27개월)

남자 11명 경수 8명 20 6명 교통사고 4명 6~12개월 미만 7명

여자 9명 흉수 12명 30 9명 낙상 4명 12~24개월 7명

40 4명
스포츠

사고
4명 24~36개월 4명

50 1명 질병 7명 36~48개월 1명

기타 1명 48~60개월 1명

일상복귀율(100%)

취업/학업 13명(65%)

구직 및 독립생활  7명(35%)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결과〉

･달라진 신체적 능력에 맞춘 주거와 이동 수단

･경제적 능력과 직업의 변화, 그리고 일상홈을 통해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멈췄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최 한 끌어올리는 일상생활훈련

･목적을 가진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사용 일상생활훈련

･함께 살아가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소중한 관계들: 가족, 친구, 지지자

･동등함과 강점을 보게 되는 장애인에 한 인식의 변화

･괜찮다는 안정감과 희망, 용기로 나의 삶을 일으킨 일상홈

･나를 세상과 직면하게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 일상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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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일상홈 프로그램 참가자 사전/사후 현황 (2014년~2018년 10월)

〈일상홈 프로그램 참가자 사전/사후 현황〉

연번 이름
장애

부위
손상경위 사고 전 사고 후(일상홈 이후)

1
김**

(남, 83년생)

흉수12번

완전손상

작업 중 

낙상
건설현장직 스포츠선수(농구)

2
이**

(여, 82년생)
경수7번

물놀이중 

사고
고등학교 환경교사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3
정**

(남, 76년생)
경수6번 해면 혈관종 삼익악기 해외영업담당 가사활동

4
김**

(여, 89년생)
흉수12번 교통사고 아르바이트 콜센터 상담원

5
이**

(남, 90년생)
경수5,6번 다이빙 사고 학업(기계공학전공)

재택모니터링 업무 및 학원 

진학

6
강**

(여, 78년생)
흉수6번 척수염 사무직(경영기획, 재무) 재택모니터링 업무

7
김**

(남, 82년생)
경수6번

선천성

척수 동정맥 

기형

물류창고 관리직원 학교진학(행정학 전공)

8
권**

(남, 77년생)
경수6번 척수종양 의료기기 영업 및 판매 사무직

9
김**

(여, 83년생)
경수7번 교통사고 영여강사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학원진학(재활학전공)

10
김**

(여, 91년생)
흉수7,8번 척수종양 유치원교사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일상생활코치

11
이**

(여, 81년생)
흉수8번 척수종양 공항면세점 판매직 공무원시험 합격

12
김**

(여, 85년생)
흉수10번 척수염 유치원교사 스포츠선수(탁구)

13
이**

(남, 89년생)
경수6번 다이빙 사고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스포츠선수(탁구)

14
최*

(남, 88년생)
흉수10번

선로 

추락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시각장애인 취업교육 중

15
정**

(여, 60년생)
흉수5,6번

등산 중 

낙상사고
병원 조리사 가정주부

16
김**

(남, 83년생)
흉수11번

오토바이사

고
보험영업직 서울시중증장애인인턴

17
임**

(남, 79년생)
흉수7,8번 낙상사고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 컴퓨터 코팅학원 개원

18
조**

(남, 98년생)
경수4,5번 다이빙 사고 고등학생 학교진학(장애상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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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는 중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

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

책이다.(보건복지부, 2018)

예전에는 인간미 넘치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챙겨주던 미풍양속이 존재하던 시 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알아서 서로를 챙겨주는 방식은 거의 사라졌기에 제도나 정책

을 통해서 사라진 미풍양속을 재현코자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쉽게말하자면 장애인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연번 이름
장애

부위
손상경위 사고 전 사고 후(일상홈 이후)

19
이**

(남, 86년생)
흉수10번 낙상 현금호송업무 원직장 복귀(사무직)

20
강*

(여, 93년생)
경수5,6번 교통사고 학교(치위생학과) 중퇴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취업

21
이**

(남, 78년생)
경수5,6번 교통사고 식당운영(베트남) 구직 중

22
이**

(여, 57년생)
경수7,8번 교통사고 우정공무원(23년) 가사활동

23
신**

(여, 97년생)
경수6,7번 교통사고 고등학생 재택근무

24
김**

(남, 79년생)
경수5,6번 다이빙 사고 세탁공장 운영 학교 진학

25
배**

(여, 92년생)
흉수12번 교통사고 금융권 종사 재택모니터링 업무

26
김**

(남, 99년생)
경수6,7번 교통사고 고등학생 학교 진학 준비

27
권**

(남, 75년생)
흉수8번 자전거 사고 철도공무원(안동역) 철도공무원(원직장복귀)

28
김**

(남, 85년생)
경수7,8번 다이빙 사고 치기공사(6개월)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인턴

29
문**

(여, 72년생)
흉수1번

척수혈관이

형증
사무직(국민체육진흥공단) 학교 진학 준비

30
방**

(남, 74년생)
경수6,7번 낙상 리석시공 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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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가족시 처럼 동네주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공동체를 꾸려나갔던 것처럼 말

이다.

척수장애인의 내 경우를 들어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지 말

해보고자 한다.

〈어느 중증장애인의 일상의 삶〉

난 이렇게 동네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은 나를 날것 그 로 받아주고 있다.

이런게 커뮤니티 케어의 지향가치 아닐까?

거창한게 아닌 때로는 지역주민과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것이 아닐까?

감사합니다.

∙ 새로 이사온 집에서 떡을 돌린다. 우리집도 가끔 나눠먹는다.

∙ 주민의 경조사를 챙기고 그들은 내 경조사를 챙겨준다.

∙ 아직 미혼인 동네 형님이 모친상을 당해서 반찬을 챙겨드린다. 

∙ 동네 실내포장마차 손님은 다양하다. 교사, 사업가, 백수, 교수, PD, 좋은사람, 나쁜사람, 시끄러운사람 등 여러 유

형의 사람들과 교류한다.

∙ 담배를 사러 동네 편의점을 들리니 종업원이 친절하게 맞아준다. 

근데 난 주인이 누군지는 모른다.

∙ 미용실에 간다. 휠체어에서 미용의자로 옮겨 앉으니 알아서 휠체어를 한 곳으로 옮겨준다. 중요한 브레이크도 잘 

채워서.

∙ 명절이 되면 동장 아주머님이 상품권을 주신다. 올해는 만원짜리다..야호.

∙ 한의원에 가면 내 또래 한의사가 반갑게 맞아준다. 

∙ 길거리 순 볶음 아저씨는 매주 수요일에 오신다. 맛있는 집이다.

∙ 경비아저씨는 항상 집 앞까지 택배를 들어주시고 보답으로 음식을 나눠먹는다.

∙ 우리 동네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엄청 자주 고장난다. 항의하니 관계자가 하소연하며 빨리 수리될 수 있게 서울시에 

민원 넣어달라고 방법을 알려준다.

∙ 영화관 휠체어 전용석에 옮겨 앉을 수 없다고 해서 관계자에게 항의를 했다.

∙ 횟집 입구를 차가 막고 있어서 이동 요청을 하니 미안하다며 이동 주차한다.

∙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이중주차를 한다. 

불편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주차장이 그렇게 생겨먹었다.

장애인주차장(임의로 그렸다)이 있지만 부분 주민들과 함께 이용한다.

(먼저 주차한 사람 자리다. 굳이 안싸운다. 이중주차가 더 편할 때도 있다.) 

∙ 삼겹살집은 박날 조짐이다. 주변에 신규 오피스텔이 들어섰다.

∙ 동네 Bar 사장님은 와인글라스를 챙겨주셨다. 영업이라도 꽁짜는 좋다..

∙ 그 외 소소한 이야기는 생략함.





ISSUE 3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국내이행 확대방안

주관 : 개발협력연대(DAK) 장애분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토론회 시간표

 

좌장 : 김용구 사무처장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시간 내용 발표

1:00 개 회 사회자

1:05~ 인 사 말
양원태 대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1:10~ 패널소개 및 인사 좌장

1:15~ 발제 1. 민관협력 사업과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김은섭 실장

[KOICA 
시민사회협력실]

1:35~
발제 2. 장애 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국내 이행 확대를 위한 
KOICA 시스템 구축 방안

유명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55~ 토론 1.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토론문
최승철 초빙연구원 

[장애인개발원]

2:10~ 토론 2. 장애관련 국제협력방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길

오창석 부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2:25~
토론 3.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방향 조현주 사무총장 

[지구촌나눔운동]

2:40~ 질문과 답변 좌장

3:00~ 사진촬영 및 폐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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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1 >

민관협력 사업과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김은섭 KOICA 시민사회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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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비영리기관 대상 민관협력사업 개요 (주요특징, 추진방식 등)

 KOICA 민관협력사업 연혁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세부내용
장애분야 지원현황 및 우수사업 소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전략
 KOICA 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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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모든 과정에 장애관점 포함
 장애인의 개발 과정 및 정책 내 효과적 참여 보장

 장애인의 관심사항 및 경험을 토대로 모든 개발정책, 프로젝트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일련의 개발협력사업 절차에 장애인이 주체자로서 참여
하고, 혜택도 평등하게 공유토록 하는 전략

구분 장애포괄적 개발의 이중트랙 접근법

장애주류적
접근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장애 민감한
조치를 통합

장애특정적
사업

장애인의 권한 부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 특정적인 이니셔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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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 제 1항

- (범분야 이슈) 범분야 내 장애 포함하여 개정(2013.7)
- ‘기본정신 및 목표‘에 여성 아동 외 장애인 추가
- 사업 기획 시, 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 고려 필수

 UN장애인권권리협약(UNCRPD) 협약 제 32조

-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이행 의무 규정
- 장애인 권리 분야별 이행 사항 규정
- (제4조(1)(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 고려
- (제32조(1)(가)) 국제개발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이 장애인을 포함시
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장애 또는 장애인 명시된 세부목표 총 7개

- (SDG4.5) 2030년까지 교육에서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쥐약계층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 (SDG4.a) 아동인지적, 장애인지적 및 성인지적 교육시설 설립하고 상태 개선, 
모두에게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통합적인 학습 환경 제공

- (SDG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해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장출 달성

- (SDG10.2) 연령,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경제적 신분 등 지위와 상관없이
2030년까지 모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 증진

- (SDG11.2) 2030년까지 여성, 아동,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교통시스템 제공

- (SDG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통합적인 녹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 (SDG17.18) 소득, 성별, 장애, 인종 등과 관련된 속성에 의해 세분화된 데이터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국 역량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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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전략은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개발목표

- 한국은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 및 행동계획(인천전략) 선포 위한 UNESCAP 
정부간 고위급회의 유치

- 한국은 인천‘장애인권리실천기금’ 설치 천명
- 인천전략은 총 10개 목표와 27개 세부목표, 62개 지표로 구성

1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

2 
정치 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증진

3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

4
사회적 보호의

강화

5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

6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7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

8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개선

9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과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촉진

10
하위지역, 지역간

협력의 강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가이드라인 수립(2017년)
- 장애 분야에 대한 인지 제고 및 사업 단계별 점검사항 제공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2018년)
- 장애주류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업 효과성 관리체계 강화 도모

 KOICA는 취약계층을 여성, 장애, 아동으로 정의
-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취약계층 포괄적 접근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이행방안 수립(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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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 2012-2016 장애 분야 ODA 예산
- 전체 KOICA 예산 가운데 장애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0.35% 수준

< KOICA 2012-2016 장애 분야 ODA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장애 분야 예산 전체 사업비 비율

2012 600 449,460 0.13%

2013 80 464,970 0.17%

2014 1,750 513,040 0.34%

2015 3,220 568,350 0.57%

2016 2,660 549,390 0.48%

합계 9,910 2,545,200 0.35%

 장애특정적 사업 현황(2012-2016)
- 국별 프로젝트사업(2건)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규모

(만불)

1 요르단 청각장애 특수학교 건립사업 ’14-’17 520

2 방글라데시 안질환예방 및 치료역량 강화 사업 ’14-’20 850

 WFK 봉사단 파견(2012-2016)

- (사회복지) 32개국 358명
.

- (특수교육) 21개국 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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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초청연수사업(10개 과정)

연번 사업명 연도
인원
(명)

연수기관

1 방글라데시 자폐스펙트럼 장애아 진단 및 치료 역량강화과정 ’12 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스리랑카 장애인 직업훈련 전문가 양성과정 ’13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방글라데시 사폐스펙트럼 장애아 진단 및 치료 역량강화과정 ’14 1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스리랑카 장애인 직업훈련 전문가 양성과정 ’14 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우즈베키스탄 장애인정책 역량강화과정 ’14 14 한국장애인개발원

6 몽골 사회복지 서비스과정 ’14 15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7 방글라데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 진단 및 치료 역량강화과정 ’15 1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8 스리랑카 장애인 직업훈련 전문가 양성과정 ’15 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9 방글라데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 진단 및 치료 역량강화과정 ’16 1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 필리핀 장애아동 대상 특수교육 및 직업훈련 전문가 양성과정 ‘16 20 순천향대학교

 민관협력사업(14건)

- 베트남 꽝찌성 장애아동 재활치료 소외 감소 및 삶의 질 개선(’12-’14/35만불)
- 캄보디아 권리와 자립에 기반한 지체장애인 자력화 프로그램(’14-’16/69만불)
- 베트남 하노이 빈곤층 장애인 재활 및 사회통합 지원(’12/8.5만불)
- 베트남 장애인의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베트남 호치민 장애인 이동지원 센터

서비스(’13-’14/6.4만불)
- 베트남 장애여성 이동 보장구 지원 및 역량강화(’13/4만불)
- 말라위 은코마지역 장애인 지원(’14-’15/8만불)
- 베트남 하노이 지역 장애인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지원 환경 구축(’13-14/9.8만불)
- 권리와 자립에 기반한 지체장애인 자력화 프로그램(’14-’16/69만불)
- 스리랑카 모네라갈라 지역 장애인 정보활용 능력배양 및 경제적 무기력 해소를

위한 장애인 정보교육 센터 운영(‘15/9만불)
- 네팔 카투만두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기초재활 및 직업재활 교육사업

(‘15/9.7만불)
- 말라위 장애인 재활 복지(‘15/19만불)
- 개도국 장애인 지원(‘16/63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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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KOICA 지원 주요 실적(사업명/기간/규모)

모두를 위한
존엄과 존중

- 베트남 광찌성 장애아동 재활치료 소외 감소 및 삶의 질 개선(12-14/35만불)
- 캄보디아 권리와 자립에 기반한 지체장애인 자력화 프로그램(14-16/69만불)

포용적 교육 - 요르단 청각장애 특수학교 건립(14-17/520만불)
- 베트남 람동성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14/34만불)
- 에티오피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및 예체능교육센터(‘14-’16/16만불)
- 베트남 장애아동 및 청소년 교육환경개선(‘17-’19/57만불)
- 몽골 특수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17-’19/114만불)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권익 신장

- 네팔 카투만두 거주 시각장애인의 기초재활 및 직업재활 교육(‘15/9.7만불)
- 네팔 장애인 고용 창출 및 사회복귀(‘16-‘17/70만불)
- 몽골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17-‘18/22만불)

기술과 혁신 - 베트남 하노이 지역 장애인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지원 환경 구축(13-14/9.8만불)
- 스리랑카 모네라갈라 지역 장애인 정보활용 능력배양 및 경제적 무기력 해소를 위한 장

애인 정보교육센터 운영(‘15/9만불)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가형 점자 모듈 보급 및 교육 콘텐츠 개발 기업 dot(닷) 지원

(2015-2019)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점자변환 프로그램 및 점자도서 보급 기

업 넥스트이노베이션 지원(2017-2018)
- 전쟁피해로 절단장애를 지니고 있는 피난민 대상 전자의수 보급 기업 만드로 지원

(2016-2019)

 주요목표별장애포괄적개발협력사업추진현황

 주요 협력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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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포괄적 접근 내재화를 통한 장애포괄적 협력사업 확대

 SDGs-인천전략-UNCRPD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시스템 강화 및 장애주류화 이행

 장애단체와 네트워킹 및 협업 강화

KOICA 민관협력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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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협력의 주요 수행주체로서 민간부문(시민사회,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파급효과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 및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시민사회협력실 : 비영리기관 대상 민관협력사업 (시민사회, 대학 대상)

 혁신파트너십사업실 : DAP 사업 (기업 대상)

KOICA 민관협력사업 개요

• (목 적) 민간의 해외 개발협력사업 참여 기회 확대, 역량 강화 등

• (발굴방식) 개발도상국 정부가 아닌 국내 민간기관이 사업 발굴, 제안

• (공동재원) KOICA-민간(NGO, 대학 등) 간 공동 자금 분담(매칭펀드)으로 사업 추진

• (운영개요)

예산(소관) 파트너 구분 사업명(주제)

출연금
(시민사회
협력실)

국내 NGO,
국내 대학 등

주제별 프로그램 고등교육, 교육,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

사회적연대경제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사업

우수파트너 육성 민간파트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성과관리 협력사업

개발협력 시민사회협의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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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SO협력
착수

1995

기업과 협력
착수

2010

∙ CSO 협의체
(KCOC) 지원

∙ CSO 역량강화
지원

2001

협의체 신규파트너
GCAP, KoFID

2005

∙ 대학과의 협력 시작
∙ 현지 CSO 지원

∙ 국내 CSO 역량강화 지원
∙ DAK(개발협력연대) 출범

2012
∙ 액터 중심 프로그램

개편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아카데미
협력프로그램)

2015
∙ 분야 중심

프로그램 개편
: 시민사회 주제별

협력프로그램

2017 ∙ 사회적연대경제
프로그램 론칭

∙ 사회적가치 생태계
육성 프로그램 출범
∙ 시민사회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 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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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향) 비영리 시민사회단체(CSO) 및 대학,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
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고등교육, 교육,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
아카데미) 추진

• (매칭비율 및 지원한도)
파트너 구분 매칭비율(KOICA:파트너) 지원 한도액

시민사회단체 8 : 2 5억원 (신규 1억원)

대학 / 연구기관 8 : 2 3억원

• (추진현황) ’18년 기준 총 111건 추진 중

구분 교육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 고등교육

건 21 33 14 27 16

• (대표사례) 필리핀 도시빈민 직업 역량강화(‘15-’17)
- 사업내용 : 직업기술훈련센터 설립 및 교육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유치원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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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프로그램 내 장애 포함) 다분야 내 세부 주제로 ‘취약계층(장애, 여성,  
아동)‘ 포함

주제별 세부 프로그램 비전 SDG 목표
주요

사업목표

다분야 인권 취약계층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

SDG1.
SDG3.
SDG4.
SDG5.
SDG8.
SDG10.
SDG16.

① 취약계층의 권리 향상
- 인권, 시민권, 사회권 보장

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접근성 제고
- 여성, 장애인, 학교 밖 아동 지원
- 재난 및 분쟁지역 교육 접근성 제고

③ 취약계층의 보건, 위생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④ 취약계층의 소득증대 및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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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액* 기준
– 총 사업비 : 3,309억 원
– KOICA : 206,681백만 원
– 파트너 : 124,208백만 원
* 1,517개 시민사회, 대학, 현지 시민
사회 등(빈곤퇴치, 기업협력 제외)

9

산업에너지

농림수산

공공행정

 28개 사업
 7,596,397,536원

 116개 사업
 35,385,342,644원

 281개 사업
 55,293,743,725원

교육
 534개 사업
 101,722,869,128원

긴급구호
 56개 사업
 26,978,117,662원

 502개 사업
 103,959,398,085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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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남미

2. 아프리카

 89개 사업
 33,096,677,239원

 385개 사업
 87,951,666,732원

1. 아시아
 984개 사업
 196,363,787,523원

4. 중동/CIS
 59개 사업
 13,523,737,285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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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7

아프리카, 1
중남미, 0 중동/CIS, 0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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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진1. 장애인 ICT 교육 센터 사진2. 사회적 기업 Imagtor 수상

우수성
1) IMAGTOR 장애인 고용 대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

26명 장애인 고용, 월매출 1,957% 성장, 덴마크
편집시장 20% 점유, 싱가폴 사회적 기업 컨테스트 수상

2) 베트남 내 79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3) 수익활용을 통한 사회재투자, 사회적 경제 실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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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진1. 훈련생들과 운영중인 카페 포스터 사진2. 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수료생

우수성
1) 장애인 직업훈련 수료자 전원 국가 자격증 취득 완료
2) 미용분야 8명 취업, 식음료분야 4명 취업, 자체창업

10명 등 장애인 취업연계
3) 현지정부 연계 직업훈련학교 공식 등록(진행 중)

38

1) 장애인 대상 단순 직접 지원 사업에서(재활치료,
보장구 지원 등) 자립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변화

2) 장애인 사회적 기업 설립, 협동조합 등 지속가능한
소득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SDG8)을 고려한 사업
출구전략

3) 현지 수혜장애인의 정확한 사업 수요 및 문제 분석에
기반한 사업활동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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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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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2 >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국내 이행 확대를 위한 

KOICA  시스템 구축 방안

유명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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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국내이행 확산을 위한

KOICA System 구축 방안

- KOICA 정관, 규정, 사업계획 분석 -

유명화 사무총장(한국장애인재활협회) /08/11/2018

“1.장애포괄 관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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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포괄 관점 있나?”

왜 SDGs만 강조 하는가?

인천전략, 장애인권리협약도 정부가 채택하고

특히 인천전략은 주도국을 자청하면서 선포한 아젠다인데?

KOICA 미션, 비전, 전략 방향, 목표, 과제, 

그 어디에도 장애포괄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장애포괄 역량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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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섹터) 담당자 담당실

범분야(ICT) 김00(0376)

사업전략기획실

범분야(기후변화, 환경) 박00(0377)

범분야(거버넌스, 민주주의, 인권) 송00(0378)

범분야(젠더) 남00(0379)

범분야(문화, 아동, 장애) 박다은(0383)

범분야(젠더) 김00(0381)

도로교통, 철도, 공항 김00(0403)

사업품질·

성과관리팀

교육(직업기술교육훈련, ICT 교육) 양00(0404)

과학기술혁신 김00(0405)

농업 및 농촌개발 이00(0406)

수자원 이00(0407)

교육(기초·취약계층 교육 교사교육) 장00(0408)

“2.장애포괄 역량 있나?”

제9조의7(기타부서 및 위원회)

② 이사장은 범분야 및 기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별도의 부서를 두며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07.12.>

1. 성인지담당관 2. 환경담당관 3. 청렴담당관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2.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관

3.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4.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5.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2.장애포괄 역량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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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애포괄 역량 있나?”

KOICA 인력 중 장애전담 겨우 1/3명 : 장애포괄담당관 설치 해야

이사 _ 상임이사(내부 인력) 4명,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이사 5명 (2018년 당연직 이사

7명 위촉_제9조7, 3항의 5개 부처 + 행안부 국제협력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행정국장) , 당연직 이사에 복지부 국제협력관 위촉해야

제5조(사업)

협력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분야의 각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CRS(Credit Reporting System) 목적 코드 및 이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분야

가. 교육분야

나. 보건분야

다. 공공행정 분야

라. 산업에너지 분야

마. 농수산 분야

바. 인도적 지원 분야

사. 인권, 양성평등, 장애인, 거버넌스, 과학기술, 기후환경 등 기타 범이슈 분야 <신설 2016.05.02.>

“3.장애포괄 사업 이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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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애포괄 사업 이행하나?”

① 연구주무부서의 장은…(중략)… 자체 기획 및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후보과제를 발굴하고

②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주무부서의 장은 협력단 내/외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KOICA는 해당지역이 국제개발협력 저변확대 및 국제개발 협력 참여 제고를 위해

대학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3.장애포괄 사업 이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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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영리기관 대상 민관협력사업의 예산은 협력단과 파트너 기관 간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너 기관의

사업비 재원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사회단체 : 총사업비의 20% 이상

2. 대학 및 연구기관 : 총사업비의 20% 이상

② 협력단이 인정할 경우, 파트너 기관은 재원분담 비율의 최대 50%까지 “비현금성 재원”으로 분담할 수 있으

며, “비현금성 재원”에 대한 상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현금성 재원”은 “인력”만을 의미하고, 제품과 상품 등의 “현물”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파트너 기관이 “비현금성 재원”으로 재원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협력단의 승인이 필요하며,

협력단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3. “비현금성 재원”의 가치산정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3.장애포괄 사업 이행하나?”

“3.장애포괄 사업 이행하나?”

KOICA는 중점사업은 아니지만 범분야에 장애를 포함(2016. 05.), 장애포괄

사업 수행을 위한 환경은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사업

의 이행 수준은 아주 미약함

: 장애포괄 사업 예산 2022년까지 1%까지라도 향상

: 장애포괄 개발협력 확대를 위해 장애계 대상 연구 수요조사 실시

: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저변확대 및 국제개발 협력 참여 제고를 위해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센터 설치 및 운영

: 비영리기관 민간협력사업의 기준 “재원부담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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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포괄 사업 이행하나?”

범분야 이슈 ④ 장애

○ 협력대상국 장애인이 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동시에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장애 포괄적 사업 형성 및 기획

- 장애인 재활치료지원,장애인 대상직업훈련등장애특정적사업 및장애 주류화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사업수혜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

○ 장애이슈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협력대상국에 장애인을 수혜자로 하는 장애 특정적 사업 뿐 아니라

장애인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이슈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병행

“4.장애포괄 사업 이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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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과목구조별 예산배분 (단위 : 억원, %)

총액
일반회계 기금

국별지원
글로벌

프로그램
협력사업

지원
전략적

협력강화
개발협력
인도적지원

질병퇴치
사업

기금
운영비

8,000.36

(7,713.06_2017)

3655.44 2,380.92 703.43 100.00 1,119.31 40.27 0.99

45.7 29.8 8.8 1.2 14.0 0.5 0.0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단위:백만원)

2017년 2018년 증감

111,793 111,931 138

01. 인도적지원(ODA) 78,910 78,998 88

02. 민관협력사업(ODA)
32,883
(4.43)

32,933
(4.29)

50

“4.장애포괄 사업 이행하나?”

“4.장애포괄사업 이행하나”

장애포괄사업 없음

KOICA 2018년 사업계획에 장애포괄 접근 거의 없음, 

범분야이슈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재활치료와 직업훈련만 언급,

구체적 성과나 산출관리적 사업제안이 부족

장애포괄 예산 실질적 감소

범분야에 장애이슈 포함, 장애포괄사업가이드라인 마련 등

장애포괄 사업 이행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이행 담보 역량과 의지는 부족



ISSUE 3 |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국내이행 확대방안

∙ 239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국내이행 확산을 위한
KOICA System 구축 방안” 결론과 제언

KOICA는 장애포괄 개발협력 이행확산 요구로 장애포괄 접근을 이행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장애포괄에 대한 인식과 의지의 부족하여 이를 위한 KOICA 내부시스

템이 부재하고, 결과적으로 이행역량 부족을 보인다. 

KOICA 소개, 정관, 규정, 사업계획 등 공유하는 정보 그 어디에서도

SDGs 이외의 장애인권리협약, 인천천략 등 핵심 국제장애가이드라인

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것이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KOICA의 현주소이다.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국내이행 확산을 위한
KOICA System 구축 방안” 결론과 제언

장애포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강화

- 비상임 당연직이사에 복지부 포함, 장애담당관 설치,  DiDAK자문

위원단 구성, 직원대상 장애인식교육실시

- 민관협력사업에 장애 고려한 예산 5%까지 확대 및 자부담 비율

조정 정책 마련

- 장애포괄사업 수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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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1 >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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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토론문

최승철 장애인개발원 초빙연구원

본 토론문에서는 발제문에 제시된 장애포괄적 개발 협력의 개념과 그간 추진된 장애포괄적 

개발 협력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포괄적 개발 협력을 좀 더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 기초

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발제문에 언급된 ‘장애포괄적 개발’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그것은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라는 개발의 모든 과정에 장애 관점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이 개발 과정 및 정책에 의

미 있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장애 관점’은 장애인의, 좀 더 

넓게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 소망 및 경험을 고려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참여’를 보장한

다는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나란히(평등하게) 개발의 열매의 수혜자(beneficiary)로 참

여하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개발 과정에 효과적으로 평등하게 참여시킴으로써 개발에 한 기

여자(contributor)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포괄적 개념은 개발에 

한 장애인의 평등한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주요 원칙인 평등과 참여를 

포함한다. 또한 장애포괄적 개발의 이행 전략이라 할 이중트랙의 한 요소인 ‘장애 특정적 조

치’는 장애인의 권한부여(empowerment)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권한부여’도 인

권에 기반한 주요 원칙 중 하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포괄적 개발은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철학을 그 근저에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장애포괄적 개발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개발이, 즉 장애의 관점을 

포함하는 모든 개발이 자동적으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 관점은 위에

서 말한 로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는 것인데, 그러한 ‘욕구’는 크게 실용적 

욕구(practical needs)와 전략적 욕구(strategic needs)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것은 

성주류화에 연관된 개념 쌍으로, 장애포괄적 개발에 연관시킨다면, 실용적 욕구는 장애인들

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위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욕구

로, 이러한 욕구만을 고려하게 되면 해당 개발은 장애인을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 머무르게 만

들고 장애차별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전략적 욕구는 장애인의 차별적 지위를 극

복하는 데 요구되고 장애인의 권한 부여와 관련되는 욕구다. 직업훈련을 예로 들자면, 시각장

애인을 위한 장애 특정적인 개발 협력 사업에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전반이 시각장애

인에게 적합하다고 여겨 온 직종인 안마사 훈련 과목만을 개설하는 것은 실용적 욕구에 부응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조적으로 상기 시각장애인만을 상으로 하는 개발 협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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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시각장애인은 물론 사회가 시각장애인은 진출하기 어렵다고 보는 IT 훈련 과목을 개

설하는 동시에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개선사업도 함께 실시하여 시각장애

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리고 나란히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전략

적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용적 욕구에 부응하는 개발 협력 사업이 장애인의 평등권에서 현상 유지적이라고 

하여 회피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다. 협력국의 장애인의 관련 상황에 따라서는 그들의 실용적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상기 시각장애인에 한 안마사 직업

훈련의 사례의 경우, 해당 협력국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이외에 경제활동을 할 기회

가 전혀 없고 그나마 안마사 기술을 배울 여건조차 열악한 상황이라면 안마사 직업훈련은 적

절할 것이다. 다만 실용적 욕구에 부응하는 개발 협력 사업이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전략적 욕

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장애인의 이러한 욕구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는 아무래도 장애주류화보다는 

장애 특정적 조치를 취하는 개발 협력 사업에서 이슈가 될 것이다. KOICA의 표적 국별 사

업이나 민관협력사업에서 장애 분야 사업은 거의 모두 장애 특정적 조치를 취하는 사업이라

고 볼 수 있다. 해당 사업들이 실용적 욕구와 전략적 욕구 중 어느 욕구에 부응하는 것인지는 

구체적 사업 내용을 들여다봐야 파악이 되겠지만 개는 그 두 가지 욕구에 혼합적으로 부응

하는 사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 자료에 나와 있는 KOICA의 국별 프로젝트사업 중 ‘요르단 청각장애 특수학교 건립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것은 실용적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수학

교가 장애권리협약이 지향하는 장애 인권적인 통합교육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렇지만 이 사업에서 특수학교를 건립하면서 청각장애 학생들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를 고려한 시설, 교육 설비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교육에 

한 장애인의 접근성(accessibility)의 제공이라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전략적 욕구에 부응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자면, 협력국 현지의 사정 때문에 장애인들의 실용적 욕구

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일부 활동에는 그들의 전략적 욕구에 부응하

는 것도 포함시킴으로써 그 사업이 가능한 한 장애포괄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 특정적이지 않은 개발 협력 사업을 장애주류화하는 전략에 해 짧게 논

의하고자 한다. 사실 이중트랙 중 장애 특정적 사업 못지않게 장애주류화 사업도 중요하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데, 이는 장애주류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개발 협력 사업의 부피가 장

애 특정적 사업보다는 훨씬 크고 그 분야 또한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제 자료에 나

와 있듯이, 2012~2016년 기간에 전체 KOICA 예산 중 장애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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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0.35% 수준’이다. 장애 관련 사업‘이 거의 부분 장애 특정적인 사업이라는 전제 하

에 이는 예산의 99.65%가 투여되는 장애 특정적이지 않은 사업에서 장애주류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사업을 장애주류적으로 추진한다면 아주 다양한 분야의 개

발 협력 사업의 성과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그리고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으며1), KOICA의 전체 예산 중 장애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 보건 분야의 개발 협력 사업에서 취할 수 있는 장애주류화 전략의 예시는 별첨 참고. 이 예시는 ‘장애포괄적 개
발협력 추진방안 연구’(2016년 KOICA 용역연구)에서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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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보건 분야에서 장애주류화 전략을 적용한 사업 예시

① 협력국의 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거나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 등을 지원하는 사

업에 빈곤한 장애인에 해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특정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시키는 사업

②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장애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장

애인들을 의료시설까지 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장애로 인한 거리

상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사업

③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의료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의료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거나, 의료기자재

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장애인의 진료에 사용될 수 있는 의료기자재를 제공하거나, 의료 인

력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에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을 포

함시키는 사업

④ 협력국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확산시키고 약물 중독 등의 유해 

습관을 제거하는 교육 및 홍보 사업에서 교육 및 홍보 내용이 감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전달되도록 지원하고, 장애로 인해 유해 습관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교육 및 홍보 상에 포함시키는 사업

⑤ 모자보건을 위한 인력 양성,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장애여

성의 장애 특성상 요구되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모자보건 전문 인력들이 모자보

건 서비스를 할 때 장애여성의 특정한 욕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양성 교육 내용에 

장애여성들의 특성과 욕구에 관한 것을 포함시키는 사업 

⑥ 가족계획 상담 및 서비스와 피임도구 및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에 강제 불임시술이나 

인신중절 수술 등으로부터 장애여성의 성생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포

함시키는 사업

⑦ 전염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예방접종약 제공, 예방 교육 실시, 전염병 치료 등을 지원하



ISSUE 3 |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국내이행 확대방안

∙ 247

는 사업에서 예방 교육의 내용이 감각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접근하거나 이

해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 접종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등의 사업

⑧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장애인이 식수원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식수 생산 설비

를 제공하며,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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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 국제협력방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길 

오창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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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 국제협력방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길 

오창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1. 장애관련 국제협력사업 체계화의 필요성

코이카는 1991년 4월 프로젝트형 사업을 시작으로 창립됐다고 한다. 약 27년간 코이카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사업의 다양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사업 역에서 장애관련 

이슈는 크게 화자되지 않았다. 물론 사업 역에서 장애인에 한 수요나 상황들은 분명 있었

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체계화 한다거나 이에 한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기존 사업들의 일부

로써 존재해왔을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간의 코이카 실적이나 

관련 사업의 내용속에서 장애관련 이슈들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관심밖에 있던 장애이슈가 이제야 다시 화두가 되고 논의가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한 일이다. 왜 더 빨리 이뤄지지 못했는가에 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된다. 어쨌든 이제라도 

더욱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애관련 사업들의 특징은 장애에 한 이해가 그 사업의 결과에 지 한 향을 준다는 것

이다. 즉, 장애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궁극적 성과를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

에 한 충분한 이해를 위한 구조적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아동, 저소득, 노인, 여성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들이 존재하기에 각 분야에서의 장애포괄적 접근

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 이러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

인당사자의 참여보장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보다 효율적이며 성과를 기 할 수 있

는 장애관련 국제협력사업을 위한 체계화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인식의 전환 필요

2018년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코이카

는 본격적인 장애관련 사업들을 위한 첫걸음을 내딪었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코

이카의 현재 사업들과 시스템에서 사실상 구체적인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안 들

을 찾기 어렵다.

기존 코이카 사업들에 한 장애포괄적 관점에서의 평가도 필요할 것이라 의구심을 가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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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들에서 과연 장애인의 수요에 해 어떻게 처

하고 진행했는지에 한 사례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업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데 장애인이 수강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한 사례말

이다. 지체장애인이 수강을 원했다면 이동지원을 했어야하고 청각장애인이 있었다면 수어통

역지원, 시각장애인이 있었다면 점역자료 등이 갖춰져야 했을 것이다. 물론 장애정도에 따라 

나름 장애인이 불편이나 어려움을 극복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라면 중증의 장애인을 위

해 어떠한 처로 응했는지에 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 만약 수년간 동일국가에서 연속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다면 소외계층에 한 사업안내와 홍보, 지역 단

체와의 협력체계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코이카사업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서도 장애포괄적 개념의 도입은 새로운 안제시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장애인에 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은 없었는지에 한 검

토도 요구된다. 즉, 해외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애에 한 이해부족으로 겪은 시행착

오가 무엇이었는지 검토하고 이에 한 안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장시간의 교육을 위해

서는 척수장애인에게는 욕창방지를 위한 지원이나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배려 등의 지원

이 필요하다. 이렇듯 다양한 사례들로 볼때 장애관련 사업들에 한 인식의 전환과 장애인당

사자 단체들과의 교류가 절실하다.

3.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인식 필요

UN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3항 :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표하는 단

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 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위 조항 뿐만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많은 조

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문제 관련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국제조직과 국가간의 기본 이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장애관련 국제

협력사업 역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와 이를 기반으로하는 방향성 정립은 당연한 의무이다. 

코이카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에 기반한 사업들을 검토

해야 한다.

4. 국내 장애인복지사업의 발전단계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은 짧은 기간에 장애인복지사업들도 빠르게 성장했고 또 가치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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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내 장애인복지사업들이 복지선진국들에 비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와 함께 성장한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이념, 운동성, 사회인식개선 등의 결과

들은 분명 우리보다 다소 늦은 성장단계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참고가 될 수 있다.

잠시 국내 장애인복지의 발전단계를 분석해 본다면 우선 625 한국전쟁 이후까지도 국내의 

장애인에 한 인식수준은 형편이 없었다. 공공연히 장애인에 한 비하 용어들을 표적인 

언론지에서조차 당당히 게재되고 활용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장애인인식전무 수준에서 변

화가 보이는 것은 1970년 라 필자는 보고 있다. 이 시기에 언론지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장애인 교육에 관한 내용이었다. 예를들어 어머니가 장애자녀를 업고 초중고 등을 등

하교 하여 수년을 개근하는 등의 모습이 언론에 빈번히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

회적 반향을 제기하고 교육에서의 장애인에 한 사회변화를 유도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어 1980년 에 들어서게 되면 교육을 받고 역량이 높은 장애인당사자의 사회적 참여에 

한 욕구가 폭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분야에서는 학입시에서 장애인에 한 

입학거부 문제가 이슈가 된다. 그리고 장애인당사자들은 사회적이슈를 확 하기 위한 등반

회나 소규모의 집회가 시작된다. 이러한 욕구들은 구심체역할을 수행할 장애인당사자단체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장애인주요단체의 설립인가도 모두 이때 진행된다. 물론 이전에 설

립된 장애인단체들도 있었으나 이 시기에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고 인가를 받아 사회단체로써

의 외모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1990년  이렇게 외형을 갖춘 장애인단체들은 우선 장애인고용문제해결을 첫 번

째 과제로 요구하게 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고용을 통한 소득과 소비의 정당한 권리 찾기

로 토 를 다지게 된다. 이후 이러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장애인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

업의 확 를 위한 초석이 된다.

이어 1990년  중반부터는 편의시설설치와 이동권 증진을 요구한다. 그리고 2000년 에

는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를 위한 시도와 장애인비례 표 국회의원 등의 배

출이 진행된다. 그리고 2000년  후반는 장애인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한 법안 제정을 장

애인당사자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다. 그리고 2010년 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들과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먼저 장애인당사자의 교육, 그리고 다음단계로 고용, 다음단계는 편의

시설과 이동권 증진, 그리고 인권운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 성장은 이전단계와 다음 단계가 분리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다. 즉, 전단계의 토 위에 

다음단계가 한단한단 쌓아져 가면서 완성되어 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발전단계

에 한 사례들이 다른 국가들에게 그 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고사례로서 분명 모

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내의 이러한 발전단계에 한 연구는 분명 장애주류사업을 진행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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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국내의 장애인복지사업들에 한 연구와 잘잘못들에 한 객관

적 평가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외 장애인분야의 특정사업들에 한 구체적인 방

안들과 실행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5. 장애인관련 사업의 궁극적 목표의 공유

끝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사업들의 중요성에 해 다같이 고민하고 실

행방안을 찾아보는 오늘의 자리가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고 싶다. 한국의 장애인복지사업

들의 성공적인 결과들을 해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공유하고 지원하는 것은 인류공동체로

써의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활동들이 다시 국내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고 또 국제무 를 통한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한 만큼 많은 것이 부족하다. 이에 시스템을 갖추고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보장 하기 위한 갈등의 순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사업은 아동, 여성, 빈

곤, 인권 사업 등의 전 분야에 걸쳐 척도가 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론과 논쟁

들이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한다면 함께 성장하고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완

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장애인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장과 눈부신 

활동을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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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방향 

-개발 CSO의 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조현주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1.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과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전세계 인구의 약 15%는 장애인으로 개발도상국 내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더불어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 장애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도 있으

며 제정되었더라도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장애관련 인프라와 복지서비스는 태부족한 실정임.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은 국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 의 위치함과 동시에 원조사업에 주류화

(mainstream)되지 못함으로써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려 

있는 것이 현 실정임.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 및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해 

지난 2010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제정함. 기본법은 한국의 개발원조에 

한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행체계,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

계 구축에 초점을 둠. 

더불어 지난 2013년 제 3조를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 아동, 장애

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 상국과의 경제

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 을 추구로 개정함으로써 장애포괄적인 개념을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적용시킴. 

위와 같은 국내적 흐름 이전에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UN 장

애인권리협약, 인천 전략 등을 통해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에 한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

고 있음 

2015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에서 발간한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에 따

르면, 설문에 응답한 127개 단체 중 개발도상국에서 장애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 단체는 총 

9개로 나타남. 이는 약 7%에 해당하며 교육, 보건사업과 비교 시 낮은 수치임. 장애 관련 사

업 수행 단체들의 사업은 장애인센터 건립 및 운 부터 의수족 제작 및 지원, 자력화 프로그

램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9개 장애 관련 사업 수행 단체 중 5개 단체는 국내 장애관

련서비스 경험을 갖춘 단체로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이어나가는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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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며 나머지 4개 단체는 현지 CS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체 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국내외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개발협력 CSO

는 장애인을 참여자로 특정하여 수행하는 사업과 더불어 교육, 보건, 농촌개발 등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 내 장애인을 참여자로 포함시켜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

고 일반 주민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지구촌나눔운동의 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

지구촌나눔운동은 1998년 지구촌의 빈곤문제해결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개발 CSO로 주요 사업으로 암소은행, 농업물자 지원 등과 같은 소득증 사업, 마을 지도자 

상의 리더십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활발히 수행해 

옴. 

지구촌나눔운동은 지난 2000년 베트남 장애인 상의 의지보조기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에티오피아, 미얀마에서 장애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 2006년 건립된 베트남 한베

장애인재활센터1)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을 운 했으며 미얀마와 

에티오피아에서는 현지단체와 협력하여 의지보조기 지원, 장애아동 교육환경개선, 장애인식

개선, 소득증 사업을 추진해 옴 

<지구촌나눔운동의 장애 관련 사업 개요>

1) 한베장애인재활센터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정안전부, 한국복지산업연구소의 후원으로 건립, 운 되
었으며 지구촌나눔운동은 2016년 1월 10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동 센터를 베트남 현지정부로 이양함

연도 사업국가 사업내용  비고

2000 - 

2005

베트남 중북부 일

(하노이, 하이퐁, 응에안성 등)

의수, 의족, 보청기, 휠체어   등 의지보조기 지원 자체사업

2006 – 
2015

베트남 하노이

(구 하떠이성)

한베장애인재활센터 건립 및 운영   

장애아동 개별화 교육 재활프로그램

장애재활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및 한국 초청연수

자체사업

2016 - 

현재

베트남 꽝찌성 장애인 및 가족 상의 소득증

공무원 상의 장애정책, 법 교육 

당사자, 정부관계자, CSO 종사자 상 장애정책 세미나 

장애인식개선교육 

자체사업

2015 – 
현재

미얀마 카렌주 의수족 워크숍 건립 및 운영   

의지보조기 제작 및 지원 

장애인 상의 트라우마 상담

장애인 및 가족 상의 소득증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지CSO협력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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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나눔운동의 장애인지원사업은 약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함. ▲ 의지보조기 지원 등의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 ▲ 재활센터 운 을 통한 체계화된 재활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장애

인 및 가족 상의 소득증  및 역량강화교육 등 당사자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소득증

와 역량강화교육을 중심으로 사업이 변화됨. 

사업 초기 현지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수족, 휠체어 등의 기기 지원을 시작으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옴. 최근 들어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권리증진를 

목표로 지역사회개발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장애인사업에 적용하고 

현지 장애인법과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에 근거하여 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을 펼치고 있

음.

그간 지구촌나눔운동이 수행한 장애 관련 사업이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주는 의

의는 아래와 같음. 

1) 지구촌나눔운동은 개발도상국 장애인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 CSO, 국내 장애복지 관련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단체는 아니나 지속적으로 장애 관련 사업을 기획, 수행하고 평

가보고서 및 보고회 개최2)를 통해 사업의 성과와 한계, 현지상황을 국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알림으로써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옴. 

2) 현지 정부 및 CS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

성 및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베트남 한베장애인재활센터의 경우 2005년 정부기관

인 노동상이사회국 (Department of Labor-Invalid and Social Affair 이하 

DoLISA)과 파트너십을 맺고 10년간의 사업 수행 후 DoLISA에 해당 사업을 이양함. 이

처럼 현지로의 사업 이양은 사업수행기간동안 이루어졌던 장애전문인력 상의 역량강

화교육, 한국초청연수 등 수원단체가 자생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뒷받침 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음.  

에티오피아와 미얀마는 오랫동안 장애관련사업을 수행해 온 현지 CSO와의 파트너십

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며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구촌나눔운동의 장애 및 장

2) 관련하여 2010년 한베장애인재활센터 5주년 보고서 발간, 2015년 에티오피아 딜라지역 장애아동 및 청소년
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통합지원사업 보고서를 발간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함 

연도 사업국가 사업내용  비고

2013 - 

2015

에티오피아 딜라 및 예가체프 장애인 및 가족 상의 소득증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재활프로그램 (HBR 중심)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 사업 

  

현지CSO협력사

업

2018 케냐 우아신기슈 카운티 장애인그룹 역량강화 (리더십, 비즈지스 교육)

지역사회 주민 상의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의수족 제작 센터 개보수

자체사업



2018 장애정책박람회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과제

260 ∙

애인에 한 전문성 부족함을 보완하는 계기가 됨. 

3) 지역사회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온 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장애인사업에 적용하여 

추진한 점은 주목할 만하나 이와 반 로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장애인, 장애인 그룹을 참

여자로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수행한다면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봄. 

3.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입장에서의 제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장애 관련 ODA 사업을 장애포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책 프레임워크의 수립이 필요함. 

해외 주요 원조기관의 경우 정책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 또한 국제개발협

력 기본법을 위시하여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에 한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함. 수립 시 지속가

능한 발전목표(SDGs), UN 장애인권리협약, 인천 전략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문서가 기반 되

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협력전략(CPS)에도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함. 

두 번째로 원조기관, 장애 관련 사업 수행 단체나 관심이 있는 단체 및 학계, CSO 종사자 

상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 수행 경험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플랫폼을 기반하여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에 한 시민사회의 의견 반 을 

통한 시민사회와의 구체적인 협력전략방안을 수립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장애인이 개발사업에 있어 단순 수혜자로 분리되지 않고 기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당사자 리더와 DPO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수행해야

함. 진정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위해서는 현지 상황에 해 목소리를 내며 사업의 기

획, 수행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 리더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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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1 >

일본의 정신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다테이와 신야(立岩真也) 리츠메이칸대학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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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신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1)

다테이와 신야(立岩真也) 리츠메이칸대학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교수

 

시작하면서 

 

2013년 제정된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위하

기 위한 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시설이 아

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이 지역생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그룹홈 이용자 수가 2009년 4만 8000명에서 2016년 10만 2000여 명으로 급증한 

점으로 미루어 시설장애인의 지역생활 이행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

지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2010년 5월 약 5만 3000명에서 2015년 약 11만 

70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아 지역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장애인의 고령화에 응할 수 있

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内閣府, 2017, pp. 20-21). 일본에서는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기본

적으로 개호보험을 우선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개호보험 상이 되면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内閣府, 2017, p. 23).

또한 2014년 「장애인종합지원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것이 가능한 ‘지

켜보기’의 중증방문개호 상이 신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확

되면서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지켜보기’란 중증장애인의 목욕, 이동, 배변 등의 활동을 돕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옆에서 그저 행동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활동지원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장애

인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활동지원이 성립된다고 법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

가. 장애인복지정책의 흐름 

　1) 본 원고는 “정희경(2018) 일본의 중증방문개호:지적장애인 ‘지켜보기’의 사회화, 국제사회보장리뷰 Vol. 5. 
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에서 일부 내용을 발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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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지원비 제도에 따라 일본의 모든 복지서비스는 ‘행정 조치’에

서 ‘당사자 간 계약’으로 크게 변화하 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 존중과 이용자 본위 이념을 

명확히 하 다. 그러나 신체장애인을 제외한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서비스 이용

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역 간 서비스 양의 편자, 재원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지원비 제

도는 폐지되었다.

지원비 제도의 폐지로 인해 2006년 4월에 시행된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신체장애인과 지

적장애인에 이어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일원적 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시설에서 지역생활로

의 이행과 취로지원이라는 과제에 응하고자 하 다. 이와 함께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 다(内閣府, 2016, pp. 21-23). 그러나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시행 초기부터 이

용자의 자기부담금 부과, 이용 시간 상한제 등으로 인해 장애계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고 전

국에서 71명의 장애인이 정부를 상 로 「장애인자립지원법」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러한 

반발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이 폐지될 때까지 이어졌다(佐藤久夫, 2011).

이후 일본 정부는 2009년 가을에 「장애인자립지원법」에 한 국내의 반발과 「장애인권리

조약」 비준에 필요한 국내법을 재검토하기 위해 ‘장애인제도개혁추진회의’를 설치하고 24명

의 위원 중 14명이 장애 당사자와 가족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부회’를 발족시켰다. 장애

인복지부회는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하면서 국내법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부회에서는 주로 제도의 사각지 가 생기지 않는 서비스 지원, 

각 개인의 욕구에 맞는 지역생활지원체계 정비 등에 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토회의가 실

시되었으며, 2011년 8월에는 제도 개혁에 필요한 ‘기본틀 제언(骨格提言)’을 하게 되었다. 이 

기본틀 제언에 따라 2013년 3월에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이 폐지되고 같은 해 4월 「장애인

종합지원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재검토 기간을 거친 후 2016년에 개정되었다(内
閣府, 2016, pp. 21-23).

나.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 관한 법률로서, 장애인에 

한 기본 사항(장애 유형, 등급, 개호 현황, 주거 현황, 서비스 이용 의향)과 서비스 이용 계

획에 따라 크게 ‘자립지원급부’와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립지원급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

으로 의료, 복지서비스, 복지용구(보장구) 등에 한 비용 일부가 지급된다. 기본 운  방법은 

국가(후생노동성)가 정하고 있다. 자립지원급부는 다시 장애인 본인이 개호지원을 받는 ‘개호

급부’와 취로 및 훈련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급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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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방법을 정하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처한 상황

과 현실에 따라 유연하게 운 된다. 

이들 서비스의 이용 과정은 다르지만 체로 서비스 이용 상자들은 80개 항목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의 목적은 각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양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全国社会福祉協議会, 2015). 

표-2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자립지원급부

2. 중증방문개호(重度訪問介護) 

가. 장애인제도개혁추진회의 종합복지부회 기본틀 제언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자립지원급부의 개호급부에 속해 있는 중증방문개호는 돌봄이 필요

한 최중증의 신체장애인에게 활동보조사가 재택을 방문 하여 목욕, 배설, 식사 등을 돕고 조

리, 세탁, 청소 등의 가사, 생활에 관련된 상담과 정보 제공 등 생활 전반에 관련한 지원과 외

출 시의 이동지원 등을 종합적,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 따라 헬퍼를 

장시간(최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중증의 와상장애인이라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

다. 중증방문개호의 핵심은 중증장애인 옆에서 특별한 활동보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장시

간 ‘지켜보기’가 가능해져 24시간 개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증방문

개호는 장애인들이 환 한 서비스로서 2011년 8월에는 제도 개혁에 필요한 ‘기본틀 제언’에

서도 중증방문개호의 상을 신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확 할 

필요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 다(厚生労働省, 2011). 

자립지원급부
지역생활지원사업

개호급부 훈련급부

1. 홈헬프 1. 자립훈련 이동지원

2. 중증방문요양 2. 취로이행지원 지역생활지원센터

3. 동행지원 3. 취로계속지원(A.B) 복지홈

4. 행동지원 4. 공동생활원조(그룹홈) 이해촉진연수

5. 중증장애인포괄지원 자립지원의료 자발적활동지원

6. 단기입소 1. 갱생의료 상담지원

7. 요양개호 2. 육성의료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

8. 생활개호 3. 정신통원의료 성년후견제도법인후견지원

9. 시설입소지원 보장구 의사소통지원 등

자료: 全国社会福祉協議会, (20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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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중증방문개호 상자는 ‘중증의 지체부자유자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

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의 사회모델을 전제로 한 장애인권리조약과 사각지 가 없는 

제도를 목적으로 한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취지에 따르려면 기능장애와 의학모델을 기반으로 한 상시 

개호 이용 제한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신체 개호, 가사 원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응이 가능한 ‘지켜보기’ 등의 지원 및 외출 개호가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종합적, 계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지원은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중증의 자폐증이나 지적장애 등 행동장애

가 심하다는 이유로 거주시설이나 병원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역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상시 ‘지켜보기’ 지원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厚生労働省, 2011, p. 37).

나. 중증방문개호대상자 확대

최중증의 신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중증방문개호서비스는 2014년 「장애인종합지원

법」 개정을 통해 이용 상이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확 되었으며 상자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 다. 먼저, 중증방문개호 상자는 중증의 지체부자유자 또는 중증의 지적장

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행동장애가 현저한 사람으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며 장애지원구분 4 이상에 해당하고 다음의 (1)과 (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체에 

마비가 있고 장애지원구분의 인정조사항목 중 ‘보행’, ‘이동’, ‘배뇨’, ‘배변’ 등에 도움이 필요

한 사람, (2) 장애지원구분의 인정조사항목 중 행동 관련 항목 등(12항목)의 합계 점수가 10

점 이상인 사람. 이용 상의 확 로 행동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도 중증방문

개호를 활용하여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厚生労働省, 2013).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

가. 정신장애인 지원서비스의 기본 이념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정신보건복지법‘ 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동일

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다만, 정신장애인은 훈련하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자의 일방적인 케어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자와 협력해 

가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컨디션의 변화가 크다. 예를 들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아침이 일어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어 밖에 나갈 수 없는 날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헬퍼가 알아서 청소와 

요리를 해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헬퍼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헬퍼의 활동범위를 놓고 헬퍼 



ISSUE 4 |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과 실천 

∙ 269

제공기관과 정신장애인 당사자 간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 정신보건법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

○ 정신보건법은 의료 및 보호가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조치입원과 비자발적 입원의 틀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관점이 아닌 의료관계

자 나 지원자(보호자)관점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 상 정신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것은 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과 정신

의료심사회이다. 

　○ 정신의료심사회는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에 한 지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입원중

인 정신장애인들의 유일한 권리옹호기관이다. 이 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은 

학 방지법 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멤버의 구성이나 운 실태를 살펴볼 때 정신

의료심사회가 제 로 기능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곳은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있다. 교토시에서는 

“교토시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전화상담과 정보제공, 사회복귀를 위

한 낮 활동지원을 하고 있다. 전화상담과 낮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정신장애의 범위가 은둔형외톨이나 알콜의존증 환자들로 확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자를 상으로 연수와 제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도 이용하고 있다. 

다. 일본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 일본에서는 정신장애인이나 정신과적 이력이 있는 사람이 살인 사건을 저질 을 때, 

살인자는 사건과 장애가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 직후에 사건해결

책으로서 정신장애인 관련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관행은 사회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한 편견을 부추겼다. 

○ 예를 들면 1981년 신주쿠역 서쪽 출구에서 방화 사건 직후에 정부는 형법에서 보안 

조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 오사카 이케다 초등학교에서 살인 사건 발생직 후에는 '의료관찰법

(Medical Treatment and Supervision Act , MTSA)'이 통과되었고, 2016년, 지

적장애인거주시설 사가미하라 쓰쿠이 야마유리엔 살인사건 직후에는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가복지에 관한 법률(Mental Health and Welfare for the Mentally 

Disabled)'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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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의 완비만이 아닌 개별적 지원과 편견을 없

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신의료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현재는 정신의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견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신

장애인과 정신장애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책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신장애

인 관점의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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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2 >

한국의 정신장애 관련 법과 쟁점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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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신장애 관련 법과 쟁점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Ⅰ. 들어가며 : ‘평등’에 대한 두 가지 단상

세계인권선언은, 그 전문에서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하고, 제1조에 “모든 인

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

권의 동(평)등함을 천명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

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여 평등이념을 차별금지의 형태로 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평등의 이념은 인

권선언의 전문, 제1조,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전문부터 제29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항은 사실 평등권에 

관한 조항이다. 30개 조항의 주어는 모두 ‘Everyone(모든 사람)’ 아니면 ‘No one(어느 누구

도)’이기 때문이다. UN의 수많은 권리협약이나 한국의 헌법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처음 인간의 권리를 언급했을 때와 지금-여기의 권리주체는 많이 다르다. 

백인-성인-남성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평등권의 주체는 과거와 현재가 다르고, 필연적으로 

현재와 미래도 다를 것이기에 유동적이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권리주체들에게 

인정되는 평등권은 적어도 보편성과 자명성을 획득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념(론)으로서의 ‘평등’은 단히 단순하고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실천으로서의 

평등을 현실 속에서 구현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구체적인 문제다. 추상적인 개념만을 가

지고 실천되는 일은 없다. 무수한 평등으로의 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모든 사람

은 성장할 기회를 갖는다는 사르토리의 말이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법적 정치적 권리를 갖

고, 동일한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며, 사회적 차별에 항거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모든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인권이란 단어가 아무런 위화감을 주지 않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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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인권의 주체라는 말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사회, 그러나 장애인에게 비장애인

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기회/권리가 주어지는가를 묻는다면 쉽게 긍정할 수 없다. 여기서의 

성장은 생육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답게 살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아실

현을 할 수 있는 환경적 권리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래서 정신장애와 관련된 법과 쟁점을 다루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어렵다.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무용하지만 병원과 시설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이행토록 

하는 문제, 여기에 재가를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주거를 확보하는 문제, 일자리와 소득을 얻는 

문제, 일상생활 중 특정 사안에 해 조력하는 문제, 건강과 회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문

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논해질 수 있다. 또한 위 권리들이 온전히 보장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다소 산만해 보일지

라도 가급적 다양한 내용을 담고자 했다. 탈시설화(탈원화), 지원주택의 확보, 일자리의 문제 

중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배제의 부당성, 후견인제도와 절차보조인제도, 다른 장애인과 차별

을 조장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 정신적장애인에 한 활동보조인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다. 이 중 일부에 해서는 본인이 다른 매체에서 발표한 글이 포함되

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Ⅱ.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1.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격한 운동용 개념’이라고 여겨지던 ‘탈시설화’란 용어가 공공

연히 정부의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을 보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탈시설이 운동적 차원

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시 가 도래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살고

자 하는 곳에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다는 명제에 

동의한다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공동생활을 하

도록 강요당하고, 자신에게 향을 주는 결정과 자신의 삶에 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없으

며, 조직의 필요가 거주하는 개인의 필요보다 우선되는 곳(유럽집행위원회, 2012)’에 살도록 

내몰아서는 안 되며, 장애 때문에 보편적인 삶을 위하기 어려운 경우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는 점 역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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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시설화’에 관한 몇 가지 시선들

‘탈시설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다. 첫 번째 관

점은 탈시설화를 광의로 정의한다.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고 탈시설을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

과 노력을 모두 탈시설화로 이해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탈시설+화(化)’라는 표현으로 이해한

다. 두 번째 관점은 탈시설화를 보다 엄격하게 협의로 정의한다. 즉,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의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만을 탈시설화로 정의하며, ‘시설화’에서 벗어난

다는 의미로서의 ‘탈(脫)+시설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정의가 시사하는 바는, 시설

의 문제는 운 보다는 구조의 문제라는 것이다. 단지 형거주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등의 

물리적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편중되어 있는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바꾸고 기존의 조직을 체질개선할 것인지에 등 

한 고민과 함께 국정철학이 바뀌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누구나 같은 시

간에 일어나 다 같이 밥을 먹고, 약을 먹고, TV를 보고, 목욕을 하는, 그래서 모두가 같은 취

향과 기억과 삶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거주공간을 선택하고, 누구와 같이 살지를 고

르고, 개인의 의지 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들이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탈시설화는 단순히 ‘시설-탈시설’이라는 이분법적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

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지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탈시설화를 엄격하게 정의하는 견해에 의하면, ⅰ) 거주공간을 시설

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고, ⅱ) 가정과 같은 보편적인 환경에서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며, ⅲ)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거주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ⅳ) 사생활과 소유권을 보장하며, ⅴ)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정책을 탈시설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미 2014년 유엔 장애인권위원회에서도 ｢장애

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장애에 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

적인 탈시설화 전략 개발’, ‘정신 또는 지적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조항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3. 다른 나라들은 ‘탈시설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물론 지구상의 부분의 국가는 근 기를 거치면서 노동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해 시설

수용 중심의 정책을 펴왔다. 미국만 보더라도 시설 설립이 최고조에 달했던 1970년 에는 

700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설에 2,800명을 수용하기도 하 다. 이같은 규모 시설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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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미국 연방법원의 ‘펜허스트 판결(1978년)’을 계기로 달라지기 시작한다. 규모시설

인 펜허스트처럼 지역사회와 분리되고 불평등한 환경에서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고 판

단하고, 주 정부가 모든 시설 거주인에게 새로운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명하

다. 뒤이은 ‘옴스테드 판결(1999년)’ 역시 지역사회 치료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 정신장애

인들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치료를 제공할 것을 명하 다. 이후 미국은 장애인 정책을 

지역사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 고, 장애-비장애를 분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국의 탈시설화는 정부정책이 사회서비스를 통제하는 방식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자

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1990년 ‘지역사회 돌봄법’을 

시작으로 2004년 ‘돌봄법’에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장애인 ‘돌봄 및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 

평가에 기초해 ‘개인예산’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캐나다는 장애인의 지역사

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통합법’을 제정하여 비용의 직접지불이나 지역사회 서비스 등

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 역시 매우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장애인통합계획이 지역

사회서비스계획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스웨덴은 일정 기간 내에 모든 시설을 폐지하도록 하

는 법을 제정했다. 1993년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법’을 제정하여 국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1997년이 이르러 남아 있던 

장애인 수용 병원 및 시설을 폐쇄하는 법을 시행하 다. 이렇듯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사정에 

맞는 탈시설-사회통합 정책을 고안하고 시행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4. 한국의 ‘탈시설화’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한국은 현재 약1,500개의 장애인거주시설과 약 30,000명의 시설 거주인이 있다. 사실 지

방정부에서는 이미 다각도로 탈시설의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거주장애인을 

상으로 탈시설 욕구조사를 진행하여 2009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하 고,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가

정 등 탈시설 전환주거를 제공하고, 탈시설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앙정부는 차라리 조금 늦은 편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

층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커

뮤니티 케어’란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시설보호 신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주거, 치료 등 필

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살아가게 하는 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70년  이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펴고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거주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와 목적과 수단,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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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의 5개 핵심 계획으로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

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 수요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확정했다.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 배치(2022년까지 약 1만

5000명),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 강화, ▷정신질환자

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보호 거주지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시행, ▷절차보조

인･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

하고 자립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적 방편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탈시설화를 개념정의하고, 탈시설지원

센터를 설치하며, 퇴소하는 거주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공임 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

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주거, 고용, 돌봄, 교육, 여가 등 지역사회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시설화’가 추진될 경우에 한 우려를 제기하지만 2010년 장애인연금제

도, 2011년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적 토 는 갖추어졌다고 본다. 국가예산을 편성하는데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 하는 「국

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무엇보다 국가정책이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작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마도 원히 시도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변화의 희생

양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결국 예산과 속도가 관건이다. 정부가 탈시설화-사회통합 정책을 

국가의 시급한 과업으로 인식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5. 법령의 첫 단추를 잘 꿰려면 

정부의 정책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법률에 그 내용을 충실히 담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의 모습을 하나로 고정할 필요는 없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방법, 시설폐

쇄와 탈시설 내용만을 담은 독립적인 법안으로서 시설폐쇄법이나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는 

방법, 현재 범장애계가 추진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

하다. 물론 이 중에 택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방식이 제안되거나 여러 개의 법이 

중첩되어 시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도 안 좋은 방법이라 단언하지

는 않는다. 다만 탈시설화 개념을 정의하고, 탈시설지원센터를 만드는 생색내기 식의 개정만

으로 실효적인 제도의 작동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하고 싶다. 온전한 자기결정권 행사

를 위한 정보접근방식의 개선, 수요자 입장의 탈시설 절차, 탈시설화 전문인력의 양성, 탈시

설 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주거제공이나 정착금 지원 등의 자원의 실질적 연계, 탈시설 이후 

재입소나 노숙, 범법행위 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심리상담・사회적 관계망 형성,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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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과 추적조사 등등 수많은 과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

부 내 부서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간, 실제로 당사

자와 직접 접촉하고 지원할 각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이고 긴 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탈시설화’든 ‘커뮤니티 케어’든, 이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자 동시에 완전한 사회통

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통감해야 할 의무이다. 그 어느 정책보다 제도 안

의 사람을 생각하고, 이들의 온전한 삶을 제도 안의 담아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간절하다.

Ⅲ.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1.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 지원주택

주거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

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나아가 현 사회적 관점에서 

주거는 단순히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 공간을 통해 다양한 상호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사회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권을 보

장하기 위해서는 사생활보장성, 안전성, 쾌적성, 능률성, 심미성,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들은 지하 단

칸방에서, 시설에서, 거리에서, 쪽방에서, 병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거권을 박탈당한 채 살

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공리적 논리로 주류사회에서 배제되는 이들의 인간다운 주거생활

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는 일차적인 조건이다. 문제는 오랜 기간 홀로 시설에서, 거리에서, 병

원에서 누군가의 보호 내지 통제 하에 지내 온 이들에게 갑자기 집다운 집이 주어진다고 하더

라도 장애, 질병, 노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다. 다행히 최근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와 같은 변화의 추세와 맞물리면서 주거복지와 관련

된 법과 제도가 다양하게 고안되고 있다. 지원주택 역시 그러한 노력의 한 갈래이다.

2. 서비스가 붙은 집이란

지원주택은 집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문제의식

에서 출발한 이른바 ‘서비스가 붙은 집’이다. 즉, 지원주택제도는 서비스를 받으면 독립적 주

거생활이 가능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과 아울러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의 독립적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의 주거복지 정책이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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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 주택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면, 지원주택은 독립주거생활에 한 욕구는 있으나 실행

이 어려웠던 만성노숙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게도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제공함

으로써 기존에 없던 주거복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평을 확장한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외국

에서도 탈시설 ․ 탈노숙 ․ 탈원화가 진행될수록 가장 필요로 하게 되는 주거유형이 바로 지원

주택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운 되고 있는 곳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지

금의 시범적 차원을 넘어 사회에 제 로 정착해야 할 주거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법제의 이원화

지난 2월 지원주택법제화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현재 지원주택제도를 법제화 하

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필자도 속해 있는 이 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지원주택특별법을 제정

하려고 하 으나 하나의 법에 소관 부처가 둘이 된다는 고민이 있었다. 주택공급은 국토교통

부, 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게 될 터인데, 법률 하나를 두 개의 부처에서 관장하

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몇 차례의 회의 끝에 공급적인 측

면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약자법을 손보고, 주거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

다. 전자는 국토교통부, 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화 방안이었다. 허나 난

관은 또 있었다. 이원화한 법은 국회 내에서도 각각의 상임위에서 따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양 법안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절충적으로, 주거약자법 개정안에 지

원서비스법의 내용을 담고,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4. 지원주택 공급을 위해

지원주택이 시설 등과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를 받음에도 계약상의 임차인이 입주자 본

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기존의 시설화 되어있는 전달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주거약자법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만을 상으로 하고 있는데(시행령에서 좀 더 범위가 넓어지지만) 

홈리스와 정신질환자를 추가하기로 하 다. 또한 주거구매력이 낮은 주거약자를 위해 입주기

간, 차임 등 임 조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정보접근성이 낮은 주거약자

를 위해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하며, 주거편의성을 위해 편의시설과 향후 

유니버설 디자인 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을 담았다.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하는 측면

에서 또 다른 시설화가 되지 않도록 그 점을 가장 경계하고 또 강조하 다.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각 지방정부의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 다. 

결국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형편을 가까이서 챙기는 역할은 지방정부가 더 적합하며, 같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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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약자용 주택이라도 각 지방정부의 인구구성이나 생활수준, 주거실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의 부족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법에서는 건설하는 임 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임 주택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데 현재 수도권은 8%, 비수도권은 5%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애초에 위 의무건설 비율은 우리

나라 전체 인구 비 너무나 낮게 산정되어 있다. 현행 주거약자용 주택의 지원 상만 하더라

도 그 비율이 전체인구 비 약 18.2%이다. 따라서 의무건설량을 현실화할 필요를 감안하여 

임 주택 건설시 주거약자용 주택의 비율을 법에서 10% 이상으로 수정하 다. 

5.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는 ①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②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 한 사회복지서비스, ③그밖에 각종 공공서비스이

다. 이러한 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중복될 수 있으

나,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될 때에 해당 지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서비스의 양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선택과 자율적인 결정을 최

한 존중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지원서비스 수

급자와 지원인력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국가･지자체가 직접 운 하거나 사

회복지법인･비 리법인･그밖에 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 기관･단체를 지정

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지

원금,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매년 17만 가구, 5년간 총 85만 가구의 임 주택을 공급하겠

다고 발표했다. 이것만 현실화되더라도 지원주택제도의 청사진은 어둡지 않을 수 있다. 세계

적인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

립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주택제도가 안착되어 하루빨리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과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 한다. 

Ⅳ.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 권리

1. 정신장애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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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원칙적

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결격 상자로 규정하 다. 즉, 정신질환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

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시험에 응시해도 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지 

못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개정법은 인권침해행위에 한 공표조치,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자에 한 일정기간 자격재교부 금지 등 일부 긍정적인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뒤이어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약사

회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한약사)에 해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 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단지 정신질환이 있

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 제한되는 현실도 문제지만, 그 배경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팽배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한 편견과 낙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직업의 자유 침해, 법으로 공공해지다 

결격조항이란 각종 자격이나 면허제도에 있어서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격이나 면허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특정 업무에 종사, 특정 서비스의 이용 등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규정을 말한다. 이 중 절 적 결격조항은 특정한 사유로 자격이나 면허 등

의 부여를 일률적으로 예외없이 금지한다. 이에 비해 상 적 결격조항은 특정한 사유가 있더

라도 곧바로 자격이나 면허의 부여를 금지하지 않고, 그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절 적 결격조항으로 삼고 있는 경우

도 있고(모자보건법, 유아보육법 등), 상 적 결격조항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다(사회복

지사업법 및 다수의 법률).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필연적으로 직업선택 또는 유지의 자유, 

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령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제한한

다 하더라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서도 안 된다. 

3. 정부의 방임으로 조각나버린 희망

보건복지부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축소하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이른바 중증정신질환자(‘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위하는데 중 한 제약이 있는 사

람’으로 한정)로 축소하는 이유에 해 설명해 왔다. 즉, 가벼운 우울증 치료만 받아도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어 양사, 조리사, 위생사,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 면허 및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하 다. 현재 총 25개 법률에서 자

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당초 25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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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 각 자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가 비단 복지부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결격조항과 법적차별의 문

제는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의료계, 학계에서 끊임없

이 제기해 온바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1년이 시간이 있었

고, 시행된 지도 곧 2년이 되어가지만 단 하나의 법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늘어나고, 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정도가 강화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회복지사업법」과 「약사법」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법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고 있고, 실제로 복지현장에서 문제없이 일하고 있

다. 결격조항 한 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는지에 한 진지한 고민이 있

었던가에 한 반성이 필요한 목이다. 

4. 왜 부당한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사유가 다른 결격사유와 다른 점은, 그것이 범죄도 아니

며, 법원의 선고도 없이 정신질환 판정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다른 결격사유는 법원의 

선고(후견심판, 파산, 형사판결)나 연령(미성년) 등은 상자가 명확하고 어느 정도 수긍도 가

능하지만 정신질환자는 그 상자를 확정하기 어렵고 정신과 전문의의 판정이 있더라도 주관

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회복가능성도 있어 고정된 법적 지위로서 작동하기가 어렵다. 

말하자면 정신장애인의 자격제한은 ‘잠재적 위험’을 우려한 것이고, 업무수행능력이 없을 것

이라는 ‘무능력’을 전제한 것이다. 이렇듯 부분 정신장애인의 자격제한 규정은 정신질환의 

잠재적 위험과 무능력의 추정이 입법적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그 위험은 현실화된 것이 아

니며, 시험이나 면접 등으로 능력을 가를 수 있는 체수단이 있음에도 업무수행능력의 결여

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다. 정신장애인을 자격이나 면허취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본인

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치료

를 받지 않으면 이를 알 수 없고, 결국 본인 스스로 정신과 진료 사실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진단서 등의 제출). 그러나 이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결된다.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유만으로 정신질환

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게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정신질환

에의 조기개입과 치료기회를 차단하여 만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게 된다.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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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위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및 자립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5. 어떻게 바꿔야 하나

목적의 정당성조차 불분명한 법률의 절 적 결격조항은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상 적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어떤 사람의 단일한 속성으로 꼬

리표 붙여 이를 근거로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과 보유를 금지하는 규율 방식을 폐지하고, 질

병, 장애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사후적인 제한사유로 하여야 한다. 즉,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회복지사의 경우 자격취득 자체는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이용자들을 접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장일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설령 업무의 성격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의 

정의를 그 로 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체적 어려움과 정신적 어려움을 동등하게 자격제

한 사유로 다루어야 하고, 업무수행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업무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 직무수행이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필

기시험, 면접, 실습, 신체검사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쳤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에서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확인한 경우라면 일정한 소명절차

나 청문절차를 거쳐 판정하고, 추후에라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한에 직업의 자유 침해와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

1. 위험에 노출될 자유

비자의 입원/입소 과정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중요한 법률행위

를 함에 있어 의사결정이 부족한 정신장애인이 조력을 받는 것은 당사자의 권익옹호 측면에

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 내의 성년후견제도, 특히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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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의사결정 체제도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정신건강

복지법’이 시행되어 기존에 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정신장애인의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

로서 입소토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자, 위법한 입소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몇몇 기관이 공공후견법인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즉, 무연고자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정신장애 관련 기관들이 후견법인이 되어 시설 입・퇴소, 전원 및 지역사회 이행에 

관여하게 한 것이다. 한편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수없이 부

딪치는 결정의 순간에서 순간의 실수로 재산을 갈취 혹은 편취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거나, 

정신적 질환 외에도 노령, 질환 등에 따른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은 이에 관한 보증을 

요구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 재산이나 신상 등의 문제에 해 지원책이 요구되는 상황

이다. 

2.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들

 

결론부터 말하면 후견의 종류 중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은 불가피한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특정후견이나 임의후견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을 효

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법원의 문턱을 낮추고 

좀 더 유연하고 간소하며 저렴하게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장

애인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특수성, 즉 의사결정에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일시적이고, 필요

성을 분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고안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조력하게 하거나, 복지서비스와 결합하여 시행하거나, 권익옹호활동

의 일환으로 관련기관이나 동료지원가 등이 결합하는 방식 등이 모색되고 있다.

재산의 경우는 신탁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신탁제도는 본인이 자신의 재산을 제3자인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산을 강취, 절

취, 갈취, 편취당하는 등의 법률상 범법적인 행위에 해서는 사법적으로 응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후행위이지 예방책이 될 수 없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 자기결정권을 침

해할 또 다른 기본권 제한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모델로서 매우 거칠기는 하지만 가

령, 일정 금액의 목돈에 해서는 본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탁제도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머지 금액에 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출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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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가 친구가 되려면

문제는 정신장애인의 특수성을 반 한 후견이나 신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이 없

다는 점이다. 민법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부의 한시적 정책이나 시범사업 등으로 

제도가 운 될 경우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따

라서 ‘발달장애인법’처럼 ‘정신건강복지법’에도 공공후견제도나 공공신탁제도을 지원하는 내

용을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로 담을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관할관청의 사례관리

자,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 후견인 등이 정신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

한 경우 손쉽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의할 수 있도록 평소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

다. 이것은 거시적 정책으로는 보듬을 수 없는 역이다. 정책의 세심함과 꼼꼼함이 발휘되어

야 할 부분이다. 제도가 이용자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4. 절차보조제도의 필요성

비자의입원/입소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절차보조제도가 필요한 것

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을 다룬 헌법재판소 2016.9.29. 선고 2014헌가9 결정문에

도 잘 드러나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입소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헌법상 인신

구속에 해당하므로, 인신구속절차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하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의 심사와 당사자에 한 사전고지, 청문 및 진술의 기회 부여, 강제입원에 한 불복절

차 보장, 절차보조인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 다만 비자의입원 결정의 주체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원치료에 해 일부 국공립병원 외에

는 부분 민간 역에서 담당하고 있어 공적인 역할수행을 기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절차보조인이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행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판, 법원의 인신구제청구절차

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드러나 

있고, 헌재가 언급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입원절차에서 법원이나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개입하는 (준)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참고로 김상희 의원실을 통해 

발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제45조 및 제4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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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가 절차보조인을 할 것인가

절차보조인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현재로서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건강복지

센터’, ‘당사자 자조단체’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8조(단체･시설의 보호･
육성 등)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제45조(치료를 위한 입원등의 법원 신고 등) ① 제43조제4항 또는 제44조제7항에 따라 치료를 위

한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법원의 입원심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

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46

조에 따른 입원심사의 관할 법원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치료를 위한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보조인 선임 여부 및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야 한다.

제46조(법원의 입원심사) ①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법원의 판사는 지체 없이 신고된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한 사람(이하 이 조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서 “심사 상자”라 한

다)에 한 입원심사의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심사 상자에 한 심문을 마쳐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하는 때에는 심사 상자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심문

기일에 심사 상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정

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심사 상자가 입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및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심사 상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한 진단 소견 및 입원등에 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심문은 심사 상자가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 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장소 등 법원 외에 다른 장소를 방문

하여 하거나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입원심사의 관할은 심사 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

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그 밖에 법원의 심문 등 입원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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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될 수도 있

다. 이 중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그 역할

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정신장

애인 동료지원가로 이루어진 권익옹호단체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이 권익옹호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역할 수행에는 정신건강

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에의 접근권 및 조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접근 및 조사권한을 법

적으로 부여해 정신의료기관의 동의 혹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정신병원에 들

어가 필요한 절차지원이 가능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김상희 의원실을 통해 발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가족에게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의 

해체로 이어지는 현행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향후에는 공적으로 접근권 및 조사권을 

부여받은 권익옹호기관이 당사자의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고, 법원에서 선임된 후견인이 

권익옹호와 절차보조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비자의입

원/퇴원 과정에 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Ⅵ.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 권리1

1. 정신장애를 배제하는 장애인복지법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질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제74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의 통신

과 면회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

    1. 입원등을 한 사람이 지정한 보호의무자

    2. 입원등을 한 사람의 보조인

    3. 입원등을 한 사람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

    4.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제78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입원등을 한 사람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5. 정신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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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보편적 장애인 복지전달체

계에서 배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지역

사회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정신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위 규정들이 정신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받는 것만을 제한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규정에서 파생된 관행적 제도들은 정신장애인은 장애인

복지 역 일반에서 아예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할 때 정신장애인은 고려 상이 되지 못하고, 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와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 정신장애인을 변할 수 있는 위원은 빠져있다. 정신

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지에 관한 내용이 가까스로 법에 들어가 열거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하여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한 검

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

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

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

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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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애인복지법과는 별개이며, 현재까지 예산도 전혀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문제의 근원지 

이같은 문제의식이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에 반 되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정

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될 때에 필자를 포함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은 구 정신

보건법과 별개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한 3개의 정신보건법 개정안과 병합되어 지금의 법으로 

통과되었지만, 그만큼 정신장애인의 복지 배제의 문제는 심각했으며, 특히나 강제입원 절차

가 개선되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오게 됐을 때를 생각하면 시급한 과제 다. 

솔직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해당 법을 관할하는 소관부서가 다르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보건복지부 내의 건강정책국 산하 ‘정신건강정책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는 ‘정신건강’에 관한 정책부서일 뿐 정신장애인의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 정신장애인에 한 복지서비스는 장애인복지체계에서 제외되어 보건소 산하의 

의료체계로 다루어지고,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제 로 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어려운 복지의 사각지 에 놓이게 되었다. 

3. 유사한 사례(발달장애인법)

앞선 2014년 통과되었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

법’)’ 역시 유사한 전철을 밟았었다. 발달장애인도 엄연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에 해당하

는 장애이지만,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

다. 장애운동의 역사상 신체적 장애인을 주되게 상정하고 만들어진 이유도 있고, 그 때문에 

발달장애의  특성, 즉 스스로의 자기 권리옹호가 어렵고, 주변의 지지체계가 없을 경우 복지

나 인권의 사각지 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법에서 충분히 반 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 삶의 많은 역에서 여

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삶에 한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 등에게 돌아갔고 그 사회적 부담도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해 온 

기존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인지하고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정 장애유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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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법 이원화

일본의 정신의료서비스는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하다. 정신의료병상의 89%가 민간 소유이

며, 입원환자의 45.2%가 10년 이상의 입원기간을 보여주고 있어 비자의입원과 장기입원 문

제가 가볍지 않다. 장기입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13년 정신보건복지법을 개

정하 고, 2014년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써 퇴원에 

한 경제적 유인을 도입하 다. 또한 입원병상을 급성병상과 장기병상으로 구분하 고, 지

역사회의 정신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

나 복지수첩을 발급하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으

로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을 개정하여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세 유형의 장애

인을 포괄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면서 장애유형을 고려하되 어느 장애유형도 소외받지 않

도록 장애인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들을 제도화 하고 있다. 즉, 세 유형의 장애를 포괄하되,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한 행동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이행지원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설정하여, 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소,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와 그와 관련한 지원을 강조하

다. 초기에는 지역사회로의 퇴원이나 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

제공기관과 연계를 지원하고, 중기에는 낮 동안 지역사회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거나 외박 

등 체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말기에는 퇴소와 퇴원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 확보, 지역

사회 관계기관과 조정과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복귀 이후의 지원서비스를 구축하는 모델

이다.

5. 다양한 고민들

해결책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는 신 시행령 제13조 

3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시

행령을 개정하면 정신장애인은 중복 수혜가 되지 않는 한 장애인복지법상 제공되는 복지서비

스를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정신장애인에게 특화된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완전 폐지다.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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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뀌어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모두 규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복지’는 제

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예컨  제35조(평생교육 지원), 제36조(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등 지원)에 관해서는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하위법령의 경우 실태조

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복지지원이 아닌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에 관

한 내용 등이 있을 뿐이다. 법 제15조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이상 중복수혜의 논란은 계속 

재발할 것이며, 이것을 정신장애인의 복지향상을 계속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정신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던 발

달장애인에게 발달장애인법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동일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가령 안정화지원센터, 동료지원전문가 자격제도 등 장애인복지법에는 담을 수 없

지만 정신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제정법에 담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6.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확실히 하고 싶은 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이 장애인복지법 

상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

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모든 복지

서비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을 이유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실제로 중복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지극히 적고 이는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도 

있다.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몫이다. 

다음으로 시행령 개정안으로는 정신장애인이 처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미 두 개의 법이 있는 상황에서 정신장애인권리보장법을 더 만든다는 것은 현실의 

벽이 너무 높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는 법 제15조를 폐지하는 데에 동조하고 싶

다. 이미 범장애계에서도 법 제15조의 문제는 인지되고 있고, 연 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Ⅶ.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 권리2

1. 활동보조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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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꼽으라면 주거와 활동보조이다. 활동보조제

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

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활동법’에 근거하여 시행

되고 있다. 법문에서도 밝히고 있듯 신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렇

게 중요한 활동보조제도를 정신장애인은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적 장애 중에서도 

지적장애 32.5%, 지체장애 19.3% 등에 비해, 정신장애인은 1.1%만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중복장애인 경우가 부분이다. 

2.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의 불균형

가장 큰 원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조사항목 및 인

정점수 산정방법’이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일상생활 동작에 큰 

비중을 두고, 사회・심리・환경적 문제에 따른 활동보조 필요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된다. 예컨  정신장애인은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요리나 청소, 의사소통, 

이동, 공과금 납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리적 불안 등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이미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2014년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고, 균형을 맞춘 새로운 인정

조사표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추측키로 예산의 문제, 정신장애인의 활동보조를 

활동지원인력이 기피하는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제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정신장애인도 보조인이 필요하다

인정조사표의 문제를 법에 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활동보조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에 완전히 통합되기란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언제

까지나 예산이 인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활동보조를 기피하는 문제는 동료지원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법령과 정책을 정비하기 위

해 속도를 내 줄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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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나오며 : 진짜 평등을 위하여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평등의 토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권은 자유와 평등

의 두 이념에 제한과 조화와 균형을 보전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기본

권  역시 자유와 평등의 양 원리를 토 로 하여 상보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탈시설화(탈원화), 지원주택의 확보,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하는 자격/면허 취득 배제 문제의 해결, 장애 특성을 고려한 후견제도와 절차보조인제도의 

도입,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폐지, 정신적장애인에 한 보조인제도 개선은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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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3 >

서구 정신장애운동의 전개 과정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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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정신장애운동의 전개 과정

- 당사자운동을 중심으로 반정신의학운동을 포함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1. 개요

▢ 반정신의학운동(anti-psychiatry movement)

■ 개념 

 “반정신의학(anti-psychiatry movement)”은 데이빗 쿠퍼(David Cooper)가 1967

년에 처음 사용한 용어

 전기충격요법, 인슐린충격요법, 뇌절제술 같은 위험한 정신과 치료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해로울 때가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

 정신의학은 의사와 환자의 힘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들고 진단 과정이 매우 주관적인인 

잔인한 억압 도구에 불과하다고 봄.

■ 주요 학자

 협의 : 토마스 샤츠(Thomas Szasz), 조르지오 안토누치(Giorgio Antonucci), 로날

드 데이빗 레잉(R. D. Laing), 프랑코 바질리아(Franco Basaglia), 테오도르 리츠

(Theodore Lidz), 실비노 아리에티(Silvano Arieti), 데이빗 쿠퍼(David Cooper)

 광의 : 론 허바드(L. Ron Hubbard), 미셀 푸코(Michel Foucault), 어빙 고프먼

(Erving Goffman)

* 쿠퍼 : <정신의학과 반정신의학 Psychiatry and Anti-psychiatry>(1971년), “반정신의학”

이란 용어 최초 사용

* 샤츠 : <정신병이라는 신화 The Myth of Mental Illness>(1961), “정신병은 신화다.”

* 조르지오 안토누치 : <I pregiudizi e la conoscenza vita alla psichiatria>(1986년), “정신

의학은 편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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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

■ 개념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 다른 말로 동료/소비자/생존자/퇴원-환자(peer, consumer, 

survivor, ex-patient) 운동은 현재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소비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 정신의학의 개입에서 생존한 사람들, 또는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

는 환자에서 탈피한 사람들 등 다양한 개인들의 결사다. 

 이 운동은 1960년  후반~1970년  초반 시민권운동의 향과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겪은 정신과적 학 에서 촉발되었다. 

■ 주요 운동가

 주디 챔벌린(Judi Chamberlin) : 미국 정신장애 당사자운동의 이론적 발달에 큰 향

을 준 <우리 자신에 관하여: 환자가 통제하는 안적인 정신건상시스템 On Our 

Own: Patient Controlled Alternatives to the Mental Health System>(1978년)

의 저자이자 당사자 운동가. 챔벌린은 정신질환자해방전선(Patients' Mental 

Liberation Front)을 공동 설립했다. 당사자 소식지 덴드론(Dendron)을 중심으로, 

1988년 말 전국 규모 또는 소규모 풀뿌리 당사자 단체 지도자들은 정신건강시스템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인 인권연 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그 해 국제

지원연맹(Support Coalition International, SCI)을 설립하 다. SCI의 첫 번째 공

개 행동은 1990년 5월 뉴욕시에서 열린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총회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투쟁한 것이다. 2005년 SCI는 데이비드 오

크스(David W. Oaks)를 표로 뽑고 조직명을 마인드 프리덤(Mind Freedom 

International)으로 변경했다.

 린다 안드레(Linda Andre) : 미국 정신장애 당사자 활동가이자 작가이다. 그녀는 

1984년 마릴린 라이스(Marilyn Rice)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ECT(전기경련치

료) 기계를 규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인 정신의학의 진실을 위한 위원회

(Committee for Truth in Psychiatry, CTIP) 이사로 재직 중이다. 안드레는 1980

년  초 25살 때 ECT를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후 다른 ECT 생존자들과 

함께 ECT의 위험을 알리는 연구와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 다. 2009년 그녀는 <사기

꾼 의사: 충격치료에 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 Doctors of Deception: 

What they don't want you to know about shock treatment)>를 출간했다. 

 테드 차바신스키(Ted Chabasinski) :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살고 있는 미국의 정신

장애 당사자로서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이다. 그는 폴란드 출신의 이민자 어머니와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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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뉴욕에서 태어났다. 차바신스키가 태어난 후 얼마 뒤 어머

니가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되자 그는 위탁가정에서 맡겨졌다. 수줍음이 많고 내

성적이었던 그는 1944년 6살 때 위탁가정에 있다가 뉴욕에 있는 벨뷰정신병원에 입원

했다. 그는 병원에서 소아기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전기충격요법(ECT)을 받은 최초의 

어린이 한 명이었다. 치료에 반 하는 위탁부모의 격렬한 항의에도 그는 결국 퇴행적

이며 실험적인 프로토콜로 ECT를 약 3주 동안 받았다. 이후 그는 록랜드주립병원의 

환자로 10년을 보내고 17살에 퇴원하여 학 졸업 후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1971년

부터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는 

1982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전기충격치료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성

공시킨 것이다. 

 린 더프(Lyn Duff) : 1991년 14살이었던 더프는 공개적으로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

웃하 다. 그러자 어머니는 딸을 미국 유타주 웨스트조던에 있는 리벤델정신센터(오늘

날 코퍼힐스 청소년센터)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리벤델의 치료사들이 더프에게 게이와 

레즈비언 성향은 이성과 부정적인 경험을 한 탓이고 타인을 성적으로 학 하거나 수간

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프는 성동일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와 우울

증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암모니아 냄새를 맡으면서 동성포르노를 억지로 

봐야 했고 최면요법, 항정신성 약물 처방, 독방 격리 같은 학 를 받았다. 강제입원 된

지 168일 만에 더프는 인권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의 친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 뒤 한 레즈비언 커플이 더프를 입양하여 그녀가 학에 들어갈 때까지 양

육했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더프는 CNN, ABC 등 많은 매체에 출연한 정신보

건제도를 맹비난했다. 또 청소년들이 성적 지향에 때문에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고 자

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 다. 

 레너드 로이 프랭크(Leonard Roy Frank) : 미국의 정신장애 당사자이자 인권운동가, 

편집자, 작가, 강사로 활동했다. 프랭크는 1954년 펜실베니아 학교 와튼 스쿨을 졸업

하고 1959년부터 사망 전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러리를 운 했다. 하지만 196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편집적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인슐린 충격요법

과 수십 차례 전기충격치료(ECT)를 받았고, 1972년부터는 광기네트워크뉴스

(Madness Network News)에서 근무했다. 1973년에는 정신장애 당사자 권익옹호단

체인 정신과폭력에 저항하는 네트워크(Network Against Psychiatric Assault, 

NAPA)를 공동 설립했다. 

 케이트 밀렛(Katherine Murray Millett) : 미국의 정신장애 당사자이고 페미니스트 

작가이자, 교육자, 예술가, 운동가다. 그녀는 옥스퍼드 학을 다녔고 세인트 힐다 컬리

지 사상 최초로 여성 수석졸업자 다. 제2세  페미니즘에 큰 향을 준 인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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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1969년에 출간된 그녀의 컬럼비아 학교 박사 학위 논문 <성 정치학 Sexual 

Politics>으로 유명하다. 페미니즘, 인권, 평화, 시민권, 반정신의학 운동은 렛의 삶

에 큰 향을 주었다. 그의 책 <머더 럿 Mother Millett>, <루니 빈 트립 The 

Looney Bin Trip>은 가족 문제와 자기 의사에 반해 요양원에 맡겨진 경험에 관한 것

이다. 1960~1970년  렛은 와세다 학교, 바너드 학교, 버클리 학교 등에서 강

의하 다.

2. 운동의 전개 과정

▢ 20세기 이전

■ 1970년 부터 정신건강 서비스 분야에서 현 식 자조 및 권익옹호 운동이 전개되었지

만, 사실은 몇 백 년 전부터 법률, 치료, 서비스, 공공정책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

고 있었다. “가장 끈질긴 정신의학 비판자는 언제나 정신병원에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

들이었다.”

■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호소 : 1620년 잉글랜드에서 악명 높은 베들렘병원(Bethlem 

Hospital) 환자들이 힘을 모아 "베들렘 시설의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수용자 처우에 

관한) 청원"을 국 상원에 제출했다. 18세기 사무엘 브럭쇼(Samuel 

Bruckshaw)(1774년)가 쓴 “사설 광인수용소(madhouse)의 부당한 학 ”, 윌리엄 벨

처(William Belcher)(1796년)가 쓴 “인간성에 한 연설, 문로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 

동봉, 광인을 만드는 인수증, 그리고 진실로 미소 짓는 하이에나에 관한 스케치 

Address to humanity, Containing a letter to Dr Munro, a receipt to make a 

lunatic, and a sketch of a true smiling hyena” 등 많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18

세기 정신보건시스템에 항하는 팸플릿을 출간했다. 하지만 다수 광인수용소 운

자와 의사들은 이 같은 개혁주의자들의 노력을 묵살했다. 

■ “도덕적 치료(moral treatment)” 운동의 등장 : 18세기 후반 프랑스, 정신장애 당사자이

자 병원-감독관(hospital-superintendent)이었던 장-밥티스트 푸신(Jean-Baptiste 

Pussin)과 그의 아내 마거리트(Margueritte)가 이른바 “도덕적 치료법”(moral 

treatment)을 개발하 다. 진보적인 계몽주의 시 의 향을 받은 이 운동은 정신질환

자들을 병원과 광인수용소(madhouses)에 감금하는 가혹하고, 비관적이고, 육체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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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속박 위주 접근법에 도전하 다. 정신병 당사자 출신의 종사자, 때론 의사, 비-

정신병 박애주의자들이 나서서 안을 개발하기 시작하 다. 18세기에 등장하여 19세

기까지 성행한 “도덕적 치료”는 인간적인 사회적 보살핌이나 도덕적 규율을 통해 정신

질환자를 돌보는 접근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뿐 아니라 종교적, 도덕

적 접근법을 포함함. 감정과 사회적 상호작용 같은 것을 정신과 치료에 도입하고, 정신

질환자들을 족쇄와 야만적인 신체 치료에서 해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도덕적 치료”의 한계 : 특정한 사회계급이나 종교의 기준에 따라 개인을 비난하거나 억

압하 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치료법 역시 과거처럼 신체 구속, 처벌 위협,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통제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 방법은 19세기에 들어 정신질환자의 시설화

(감금) 접근법으로 둔갑하면서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났다. 실제로, 국의 광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친구들(Alleged Lunatics Friend Society)이란 단체는 1848년부터 

정신병 시설 시스템과 도덕적 치료의 남용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캠페인을 벌 다. 

■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의 등장 : 미국 뉴욕주가 운 한 주립우티카광인수용소(Utica 

State Lunatic Asylum) 환자들은 <오팔 Opal>(1851-1860년)이란 잡지를 10권 제작

했는데, 이들의 활동은 초창기 당사자운동으로 간주된다. 또 반-광인수용시설협회

(Anti-Insane Asylum Society) 설립자 엘리자베스 패커드(Elizabeth Packard)는 남

편에 의해 강제 입원되어 일리노이주 광인수용시설에서 살았는데, 1868년부터 거기서 

보고 들은 것들을 묘사한 책과 팸플릿을 여러 권 출판했다.

■ 미셀 푸코의 분석과 비판 : “도덕적 치료”가 성행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을 광인수용소

(madhouses)가 아닌 정신병원에 감금하면서 예전에는 광기를 정상적인 행동과 의지에 

이상이 생긴 것쯤으로 봤는데, 망상 즉 교란된 판단력으로 보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망

상을 정신병으로 진단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행, 휴식, 산책, 은퇴, 자연과 교감

하라고 처방하 다. 하지만 정신병원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소위 ‘정신과 의사들’은 자신

들이 이상적이라고 규정한 건강한 의지와 정통적인 정념(passions)을 기준으로 정신질

환자들을 하는 치료 테크닉을 도입하 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는 의사의 건강한 의지

가 환자의 문제적인 의지와 립하고, 투쟁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과정이 되었다. 이 같

은 결을 통해, 의사들은 정신병과 맞붙어 그 질병을 넓고 밝은 곳으로 인도하여 건강

한 의지가 승리하고 교란된 의지(망상)이 패배하게 만들려고, 즉 치료하고 했다. 점점 더 

늘어난 규모 병원(수용시설)은 정신병을 진단하고 분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신

과 의사와 환자가 겨루는 의지의 경연장이 되었다. 당시 정신병원의 테크닉과 절차에는 



2018 장애정책박람회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과제

302 ∙

“격리, 사적･공적 심문, 찬물 뿌리기 같은 체벌 테크닉, 도덕에 관한 화(강요 또는 질

책), 엄격한 규율, 강제 노역, 보상, 의사와 환자의 차별적 관계, 주종관계, 점유관계, 가

정적 관계, 심지어 환자와 의사의 노예관계” 등이 있었다. 이 같은 변화는 환자에 한 

의료권력의 확 와 감금(수용시설과 강제구금)의 급증이라는 효과를 낳았다.

■ 다른 비판들 :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 니얼 디포(Daniel Defoe)는 정부가 광인수용

소(madhouses)를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강제로 감금하기 이전에 적법 절차를 보장하

라고 주장하 다. 또 남편들이 수용시설을 악용하여 고분고분하지 않은 아내들을 감금

했고, 아내들도 남편들을 똑 같이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19세기 중반 국에서 설립된 

‘광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친구들(Alleged Lunatics' Friend Society)’은 정신병 시

설제도에 도전하고 권리와 개혁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 다. 미국에서는 남편에 의해 

강제로 일리노이주 정신병원에 입원된 엘리자베스 패커드(Elizabeth Packard)가 자신

의 경험을 적은 책과 팸플릿을 여럿 출판하 다.

■ 비판가들은 이른바 “도덕적 치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용시설, 의료권력, 강제입원 관

련 법률 등이 크게 확장되었는데, 이는 20세기 반정신의학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보

았다. 또 미국의 노예폐지론자들은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것은 탈주하고 싶은 광

적인 열망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드라페토마니아(Drapetomania)가 사이비 과학의 진

단이라고 비난하 다.

■ 1870년  후반 신경학이라는 새로운 의료 분야가 태동하면서 정신의학이 조직적인 도

전을 받게 된다. 신경과 의사들은 정신병원이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비감금요

법 같은 현 적인 치료법을 채택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엿다. 하지만 정신장애 당사자 등 

비전문가들이 정신과 의사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적절한 치료조차 거부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자, 신경과 의사들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철회하 다.

▢ 20세기 초반

■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 : 정신병원을 퇴원한 사람들이 언제나 정신의학을 가장 끈

질기고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드러내놓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공개적으로 정신과 

시설에 항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그렇게 한들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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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신장애 당사자 클리퍼드 비어즈(Clifford W. Beers)가 정신과 치료 및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 특히 주립정신질환자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곤경을 개선하려

고 노력하 다. 그의 저서 <자신을 발견하는 정신 A Mind That Found Itself>(1908)

은 자신이 경험한 정신병과 정신병원에 해 기록하 다. 비어즈는 처음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의 학 를 용인한다고 비난하고, 더 많은 환자들이 운동에 참여해야 한

다고 생각했지만, 아돌프 마이어(Adolf Meyer)1) 같은 정신의학 가들의 지지를 받

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과 타협하게 된다. 

 1940년  중반~후반 뉴욕의 락랜드주립병원(Rockland State Hospital) 환자들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We Are Not Alone, WANA)라는 조직을 설립하 다. 이들은 

병원과 시설에서 퇴원한 뒤로도 그룹을 만들어 만남을 지속하 다. 이들의 목표는 동

료들에게 지원과 조언을 하고 그들이 퇴원해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1950년  초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WANA를 장악하면서 이 단체는 해산되었

다. 그들은 WANA를 파운튼 하우스(Fountain House)로 이름을 바꾸고 주립 정신보

건기관에서 퇴원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 다. WANA 설

립자들은 돈과 향력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려 났고, 전문가들은 이들을 새로 만

든 파운튼 하우스의 “회원”으로 전락시켰다.

■ 영국 

 1920년 전국광인법개혁협회(National Society for Lunacy Law Reform)가 설립되

었는데, 이 단체는 본질적으로는 보호와 징벌 위주의 실천하면서도 겉으로는 잘 해주

는 척하며 사실은 정신질환자들을 무시하는 정신병원과 시설에서 당한 경험에 분노한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설립하 다. 

 1922년 정신장애 당사자 레이첼 그랜트 스미스(Rachel Grant-Smith)는 <수용시설 

환자의 경험 The Experiences of an Asylum Patient>을 발표하고 자신이 겪은 방

치와 학  시스템을 개혁하라고 촉구하 다. 

1)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의학자.(1866~1950) ‘정신생물학(psychobiology)’을 주장하여 미국 정신의학계에  
많은 향을 주었다. 정신생물학설이란 인간행동을 이해하려면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적 지식들을 통합한 학
설이다. 마이어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교육철학자 존 듀이 등 미국의 사회학과 철학에서 파생한 여러 개
념들을 자신이 연구한 신경해부학과 신경생리학에 접목시켰다. 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 아동기의 성적 감정이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간의 심리현상은 뇌간에서 
발생하는 본능적 현상이 더욱 복잡하게 승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정신질환은 뇌의 이상이라기보다 사회
환경에 의한 인격장애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마이어가 사회환경을 정신질환 유발요인으로 생각하면서 그의 
부인은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들의 생활환경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것이 오늘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의 효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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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1920년  극작가 앙토냉 아르토(Antonin Artaud)2)는 반 고흐에 관한 저서에서 정신과 

의사와 정신의학에 한 극단적인 적 감을 표출하 다. 아르토에게 망상(imagination)은 

곧 실재(reality) 늠. 다다(Dada)와 초현실주의적 열정에 많은 향을 받은 아르토는 꿈, 생

각, 비전은 “외부” 세계만큼이나 실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 다. 또 실재는 편의주의적인 합

의, 그러니까 관객이 극장에 입장할 때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봤

다. 관객은 연극을 보면서 자신이 보는 것이 실재하는 것인 양 즐거워한다고 했다.

■ 정신장애인에 대한 억압

 우생학 : 20세기 초 우생학이 성행하여 마음의 질병은 눈에 띄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다고 믿었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법을 제정하여 정신질환자들에게 

강제 불임시술을 하 다.

 잔혹한 치료법의 도입 : 1930년  전기충격, 인슐린 같은 약물로 경련을 일으키거나 

뇌의 일부를 절단(로보토미)하는 것 같은 잔혹한 치료법이 도입되었다. 1939년에서 

1951년 사이에 미국 정신병원에서만 5만 건이 넘는 로보토미 수술이 자행되었다.  

 정신장애인 안락사 : 홀로코스트 연구자들은 1930년  후반 나치가 액션 T4(Action 

T4)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병원과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을 체계적으로 안락사시켰는

데, 이는 1940년  유 인 홀로코스트의 제도적, 절차적, 이론적 기원이 되었다고 주

장한다. 

▢ 1945년~1950년대

■ 2차 세계 전 이후 정신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함. 서구인들은 정신의학과 심리학, 특

히 정신분석이 행복으로 가는 열쇠라는 말을 들었지만, 사실 입원한 정신과 환자들은 기

껏해야 ‘친절한 보호조치’를 받았을 뿐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학 받고 방치되었다.

■ 잔인한 치료법의 감소 : 1950년  들어 로보토미(lobotomy)와 충격요법(shock 

2) 프랑스의 연극 연출자이자 배우(1896~1948). 부르주아적인 고전연극을 초현실적인 ‘잔혹극’으로 치하여 
인간의 잠재의식을 해방하고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원시 의식적인 체험을 시도했다. 특히 아르토가 초
현실주의(신비주의)에 끌렸던 것은 그가 심한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평이다. 평생을 정신질
환으로 고생한 그는 여러 차례 정신병원 또는 정신질환자 수용소를 들락거렸다. 흥행에는 실패하 으나, 아르
토의 작품 〈잔혹극 선언〉(1932)과 〈연극과 그 분신〉(1938)은 배우와 관객이 마귀를 쫓는 마술적인 의식 속에
서 일체가 되는 것을 추구하 다. 그는 사 중심의 고전극에서 벗어나 몸짓, 광선(조명), 음향, 기이한 장면 
등 종합적 효과에 의하여 관객을 집단적 흥분상태에 빠뜨리고 관객과 무 의 초현실적 일체감을 자아내야 한
다는 이른바 ‘잔혹극 이론’을 창시하 다. 그의 연극 이론은 장 주네, 외젠 이오네스코, 사뮈엘 베케트 등의 '
부조리극'과 ‘전위극’ 등 고전극에서 탈피하려던 예술운동에 결정적인 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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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y)이 줄어들었다. 인간에 한 윤리, 해로운 결과, 오용에 한 우려와 반 에 부딪쳤

기 때문이다. 

■ 라캉 :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Jacques Lacan)은 1940~1950년  최초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신분석학에 도전하여 정신분석학 개념들을 재검토하고, 정신이상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 다. 또 그는 환자의 경험을 묘사한 시와 초현실주의 운

동에 동조하기도 했다. 

■ 프롬 :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자신의 저서 <광기의 사회 The 

Sane Society>(1955)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건강하지 않은 사회는 상호 적 와 

불신을 만들어 내고 특정한 사람들을 타인을 위한 활용 및 착취 도구로 변형시키고, 그 

사람들의 자의식을 박탈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오토마톤/

자동인형(automaton)이 되어야 한다. ... 그렇지만 많은 정신과 의사와 정신분석가들

은 이 사회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고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또 “그들은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가 ‘조정되지 않은 문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조

정되지 않은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 허버드 : 론 허버드(L. Ron Hubbard)는 1950년에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를 설립

했는데, 그는 “이 지구상에서 정신의학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다이어

네틱스: 정신 건강에 관한 현  과학 Dianetics: The Modern Science of Mental 

Health>에서 정신의학 치료에서 활용되는 환자의 자기반성과 철저한 검사 관행을 비판

햇다. 한편, 1950년  미국에서 우파가 주도한 반정신건강운동(anti-mental health 

movement)은 정신의학이 자유주의적, 좌파적, 전복적, 반미적, 또는 친공산주의적이

라고 비난햇다. 이들은 정신의학이 개인의 권리를 위협하고 도덕적 책임을 훼손한다고 

주장함. 그들 중 일부는 사이언톨로지 운동에 동참했다. 

■ 심리학의 주장 : 심리학 역시 정신의학에 반 했는데, 특히 행동주의자들(behaviorist

s)3)은 정신이상이 의학이 아닌 학습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스 아이센크

(Hans Eysenck)는 정신의학이 “할 역할이 정말로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상심리학 

3) 행동주의(behaviorism)는 파블로프(lvan Pavlov), 왓슨(J. B. Watson), 스키너(B. F. Skinner) 등이 창안한 
심리학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인간의 행위를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다며 심리학의 과학화를 추구한다. 행동주
의의 창시자 왓슨은 1913년에 <행동주의자 선언서 Behaviorist Manifesto>에서 과학자들처럼 사람도 자극
(S;Stimulus)과 그에 한 반응(R;Response)의 패러다임(“S-R 패러다임”)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패러다임은 모든 현상을 측정 가능한 자극과 반응으로만 설명하고 자기반성, 인지, 무의식 같은 인간의 마
음은 비과학적이라며 배제한다. 그 결과, 행동수정과 사회적 학습 같은 치료방법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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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 발전하면서 정신의학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는데, 그들은 정신의학의 방법론, 

이론, 역 모두에 반 했다.

■ 신약의 개발 : 1950년 에는 새로운 정신과 약물, 특히 항정신성 약물인 클로르프로마

진(chlorpromazine)이 사용되기 시작하 다. 어떤 면에서 진보라고 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발성 디스키네지아(tardive dyskinesia) 또는 “화학적 스트레이트 재킷

(chemical straitjacket)” 효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약물은 환

자를 통제하고 협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환자들은 정신의학에 반 하여 

병원 밖에서는 약물 복용을 거부하거나 중단하기도 했다. 

▢ 1960년대

■ 1960년 부터 정신과 약물이 널리 보급되면서 그 부작용과 오남용에 한 논란이 일었

다. 또 규모 정신보건시설들이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나중에 완전한 탈시설화가 됨)

로 전환하 는데, 이런 서비스는 결함이 있긴 해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도 있었다.

■ 반정신의학의 등장 : 1960년 에 전면에 등장한 “반정신의학”은 주류 정신의학의 주장

과 실천을 근본에서 비판하는 운동이다. 반정신의학의 구성요소들 부분은 이미 수세

기 전부터 나타났지만, 1960년 에는 중매체를 활용하고 풀뿌리 운동조직과 권위 있

는 전문가 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면서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시기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은 반정신의학 이데올로기의 향을 받기도 하고 반 로 거기에 향을 주

기도 했다. 

■ 쿠퍼 : 데이빗 쿠퍼는 국에서 활동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골

수 마르크스주의자 다. 쿠퍼는 정신의학과 정신과 환자의 정치적 맥락을 주시하고 여

기에 급진적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별화된 의료적 언어가 지닌 혼미

함이 더 큰 사회적 그림을 인식하고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앗아간다고 

경고했다. 그는 “반정신의학”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다.

■ 레잉 : 스코틀랜드 출신 데이빗 레잉은 “정신분열증”과 정신이상은 설명 가능한 증상이

라고 주장했다. 즉, 그런 증상은 “정신분열 병인성을 지닌” 부모 등 다른 사람들에 의한 

심리적 침습 때문에 내면에서 스스로 자초한 상해의 결과라는 것이다. 정신분열증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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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회에 처하려는 시도 같은 뭔가를 변형시키는 힘을 가진 상태라고 생각했다. 하지

만 그는 쿠퍼가 만든 용어인 "반정신의학"에 부분적으로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쿠퍼에 

비해 전체 사회구조와 급진적인 좌익정치에 관심이 덜 했고, 그 신 정신과 진단, 약물, 

입원에 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더 낭만화된 또는 신비화된 견해를 전개했다. 한편, 

레잉은 동료 쿠퍼와 함께 1965년에 필라델피아협회(Philadelphia Association)을 설

립하고, 킹슬리 홀(Kingsley Hall) 등 20개 이상의 치료 공동체를 설립했다. 킹슬리 홀

은 종사자과 거주자가 이론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

으로 약물은 사용하 다. 이런 시도는 나중에 소테리아(Soteria) 주택 같은 정신장애 당

사자 주도의 지역사회 서비스로 발전하 다.

■ 샤츠 : “정신병”은 본래 의학적 개념과 심리적 개념이 모순적으로 조합된 것이라고 주장

햇다. 그는 사회규범이나 도덕률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정신의학을 통해 그

것을 강제로 제지하거나 치료하는 것에 반 했다. 골수 자유주의자 샤츠는 이런 것이 개

인의 권리와 도덕적 책임을 훼손한다고 했다. 샤츠는 반정신의학 운동의 핵심으로 회자

되지만 사실 그는 반정신의학이란 용어와 그 지지자들을 거부했다. 신, 1969년에 사

이언톨로지와 협력하여 인권시민위원회(Citizens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결성했다. 하지만 샤츠 자신은 사이언톨로지주의자가 아니라 비종교적인 인물이었고, 

심지어 종교가 정신의학과 닮았다고 비판하곤 했다. 정신분석학을 공부한 정신과 의사 

샤츠는 의료화, 억압적이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소위 “진단”이라는 것과 강제적인 “치

료”를 근본부터 반 했지만, 정신의학의 다른 측면들은 반 하지 않았다. (가령, 자신은 

“치료-치유된 혼(cure-heal souls)”을 시도했으면서도 이런 것은 비의학적이라고 했

음.) 반정신의학자로 불 지만, 사실 샤츠는 급진적인 좌파 운동이나 용어는 자신과 정

치적으로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1976년에 출간한 <반정신의학: 약탈된 마음의 패러다

임 Anti-psychiatry: The paradigm of a plundered mind>에서 그는 광범위한 사

람들을 정치적으로 비난했다. 이를테면, 레일, 쿠퍼 등 반정신의학 지지자들은 모두 “자

기-선언적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이거나 적어도 반자본주의자이자 집단주의자”라고 

몰아붙 다. 샤츠는 그들이 제기한 정신의학 시스템 비판을 일부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도, 정신과 환자들의 고통/일탈은 사회적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본 그들의 견해를 칠레

의 빈곤이 미국 기업의 약탈 탓이라고 주장한 반자본주의자, 반식민지주의자들의 견해

와 비슷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나온 지 얼마 뒤, CIA를 등에 업고 피노체트

는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적으로 선출된 칠레 통령을 축출하 다.) 샤츠는 고통/일탈

은 인생 역정에서 나타난 개인의 결함이나 실패 탓이라고 꾸준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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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프먼 : 미국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종합시설(total institutions)”4)을 활용하고 낙

인화하는 용어와 모형을 사용하는 정신의학의 권력과 역할을 비판했다. 

■ 푸코 : 프랑스 사회학자 미셀 푸코는 1961년 출판된 <광기와 문명 : 이성의 시 의 광기

의 역사 Madness and Civilization: A History of Insanity in the Age of Reason>

에서 정신의학이 광인의 “ 감금”과 처벌, 그리고 사슬에 기반한 사회적 통제 수단에서 

억압과 내면화된 구속을 조장하는 도덕적 치료 시 로 체되었다고 주장했다. 

■ 셰프 : 미국 사회학자 토마스 셰프는 1966년 <정신병자 되기 Being Mentally Ill>에서 

정신의학이 꼬리표붙이기 이론(labeling theory)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회가 특정한 

행동을 일탈로 보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신병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다음, 그들이 장차 무의식적으로 자기 행동을 바꾸도록 특정한 기 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 바사슬리아와 안토누치 :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코 바사글리아(Franco Basaglia)가 반정

신의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법 개혁을 주도했다. 이탈리아 의사 조르지오 안토누치는 

정신병원인 오세르반자(Osservanza)와 루이지 롤리(Luigi Lolli)를 해체하고 그곳에 감

금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들 삶을 보상할 것을 주장하며 정신의학 그 자체의 기초에 

의문을 제기했다.

■ 이 시기, 구소련의 악명 높은 정신병원(Psikhushka)에서 정신의학을 남용하는 것을 목

도하고 서구에서도 정신의학 실천의 타당성이 의심받기 시작했다. 특히, 많은 반체제 인

사들을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하는 것을 보고, 정신분열증이라는 꼬리표를 징벌 용도로 

사용한다고 의심했다. 이와 비슷하게, 서구의 경우 가족 갈등의 와중에 반항적인 젊은이

들을 제압하기 위해 정신분열증 꼬리표를 붙여 강제 치료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편, 반정신의학운동은 1960년  반문화운동(counter-culture 

movement)5)과 결합하기도 했다.  

4) “종합시설”은 캐나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은 그의 책 <종합시설의 특징에 관하여 On the 
Characteristics of Total Institutions>(1957)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 “종합시설”은 특정한 사람들을 폐쇄
적인 규모 격리시설에 수용하여 그곳에서 노동과 거주 등 삶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는 시설이다.

5) 어떤 집단의 문화가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와 크게 립될 때 이 문화를 일반적인 하위문화와 구분하기 위하
여 잉거가 도입한 개념이다. 반문화의 표적인 예로는, 부분집단을 형성하고 전통적인 기성문화에 도전한 
1960년  미국의 히피 같은 하위문화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비행청소년 집단, 과격한 여성해방운동가의 모
임, 종교적인 급진적 종파운동, 동성애의 자유화 운동자 집단 등이 반문화의 예가 될 수 있다. 반문화를 때로
는 항문화(對抗文化)라고도 하는데, 지배문화에 립한다는 의미에서는 반문화나 항문화 어느 것이든 별 
차이가 없겠으나, 지배적인 문화에 한 입장을 기준으로 이들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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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 1970년 는 여성운동, 게이운동, 장애운동 등 소수자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된 시기

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환자의 권리, 강제 치료, 낙인과 차별에 맞

서 싸우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그룹들을 조직하고, 전통적인 정신건강시스템의 안으

로 동료-운  서비스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개 의료모형에 기초한 전문가 중심의 정

신건강 서비스와 달리, 동료-운  서비스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개인들이 자조와 상

호지원을 통해 자신과 동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초기 그

룹들을 조직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을 “정신과 생존자(Psychiatric Survivors)”로 

정의했다. 또 <급진적 치료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신의학에 한 안적 또는 개혁주

의적 보완의 일환으로 새로운 전문가 중심 접근법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 정신장애 당사자 조직의 결성

 광인해방전선 : 미국의 정신장애 당사자 도로시 와이너(Dorothy Weiner)와 탐 위틱

(Tom Wittick) 등 10여명은 1970년 봄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광인해방전선

(Insane Liberation Front)>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6개월 뒤 해산하 지만, 북미 정

신장애인의 조직화에 중요한 향을 주었다. 이 단체가 결성된 후 정신보건시설을 나

온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북미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정신과환자해방프로젝트 : 하워드 겔드(Howard Geld)는 <광인해방전선> 결성에 참

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1년에 고향 뉴욕으로 돌아와서 정신과환자해방프로젝트

(Mental Patients Liberation Project) 설립하 다. 

 정신과환자협회 : 1972년에는 캐나다 최초의 당사자 단체인 정신과환자협회(Mental 

Patients Association)가 결성되어 <인 넛셀 In Nutshell>을 출간하기 시작했다. 

 매드니스네트워크뉴스 : 미국 오클랜드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든 매드니스네트워

크뉴스(Madness Network News)가 처음으로 전국에 배포되었는데, 이 잡지는 

1986년까지 발간되었다.

 정신과폭행에 반대하는 여성들 : 197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된 <정신과폭행에 반

하는 여성들(Women Against Psychiatric Assault)> 같은 여성 단체들도 이 시기

에 생겨났다.

 이 조직들은 강제 약물 투여, 전기충격요법, 강제 입원 같은 강제 치료에 반 하는 반-

정신의학 성향을 띠었다. 

■ <우리 자신에 관하여> 출간 : 1978년 주디 챔벌린(Judi Chamberlin)의 저서 <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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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관하여: 환자가 통제하는 안적인 정신건상시스템 On Our Own: Patient 

Controlled Alternatives to the Mental Health System>이 출판되었다.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의 교과서가 된 이 책에서 챔벌린은 정신장애인 차별주의를 뜻하는 “멘탈리

즘(mentalism)”이란 단어를 창조했다.

■ 반정신의학 잡지 <급진적 치료사> : 1971년 마이클 글렌(Michael Glenn), 데이빗 브

라이언(David Bryan), 린다 브라이언(Linda Bryan), 마이클 갈란(Michael Galan), 

사라 글렌(Sara Glenn) 등이 중심이 되어 발간한 잡지 <급진적 치료사(The Radical 

Therapist)>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신과 병원과 시설에 도전하 다. 이들은 “치료는 변

화가 아니라 조정이다(Therapy means change, not adjustment)”는 슬로건을 내걸

었다. 이 잡지는 혁명적 정치와 진정한 공동체 만들기를 지지한 반면, 전문가들의 중재

자 접근법에 도전하는 기사들을 실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사업, 인본주의적 또는 실존주

의적 치료, 가족요법, 상담과 자조, 임상심리학이 발전하고, 정신의학이 거센 반 에 직

면하기도 했다. 한편,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은 초창기에는 마르크스주의 경향을 띤 잡지 

<급진적 치료사>와 운동의 목표와 실천을 공유하 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점차 그렇게 

“급진적인 치료사들”과 자신들의 목표와 반드시 동일한 건 아니라고 느꼈고,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과 결별했다.

■ 정신분석에 한 비판 : 정신분석은 비과학적이다 또는 해롭다고 비난이 점차 고조되었

다. 앨리스 러(Alice Miller), 제프리 메이슨(Jeffrey Masson), 루이 브레거(Louis 

Breger) 같은 작가들은 프로이트가 심리적 트라우마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다고 주장했

다. 이 시기에 치료 공동체, 소테리아 주택6) 같은 비의학적 협업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 정신장애 당사자와 반정신의학 : 정신의학 때문에 위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

신과 시설에 입원하여 신체 강박을 비롯하여 강제 투약이나 치료를 받는 경험이 있는 사

람들이 반정신의학을 지지하 다. 이들은 다른 접근법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70년  반정신의학 운동은 정신과적 학 로 보이

6) 소테리아(Soteria)는 정신적 고통이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 사회 서비스다. 
소테리아 접근법은 회복모델(recovery model)을 중심으로 비의료적인 인적 지원을 중시하고 다음과 같은 특
징을 가진다. 첫째, 거주자 개인의 파워, 사회적 관계, 공동의 책임을 보장한다. 둘째, “클라이언트와 함께하
기”, 즉 정신병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다. 셋째, 항정신병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
도 (강압이 아닌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최소한으로 한다. 소테리아는 개방되어 있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정
신장애인을 구속하는 시설이 없었다. 소테리아 설립자이자 정신과 의사 로렌 모셔(Loren Mosher)는 억압적
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급성단계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소테리아 주택은 권위적, 
적 적, 폭력적이고 항정신성 의약품의 일상적인 사용에 기반한 정신병원시스템의 안으로 간주된다.(위키
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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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료 실천을 제지하는데 적극 참여하 다.

■ 게이운동 : 게이운동은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도전했고, 논란

이 야기되자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1973년 이사회

의 만장일치 의결에 이어 1974년에는 회원 58%가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 동성애를 정신병 범주에서 제외하 다. 이렇게 하

여 동성애는 “성적 지향 교란(sexual orientation disturbance)”으로 분류되었고, 그 

뒤 “자아-비친화적 동성에(ego-dystonic homosexuality)”로 체되었는데, 이 용어

마저 1987년에 삭제되었다. 하지만 “성정체성 이상(gender identity disorder)”, “성

도착증(paraphilias)” 같은 용어는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당시 게이 운동가들은 

정신의학 시스템에 반 하는 샤츠의 주장을 많이 채택했지만, 정작 샤츠 본인은 1965년

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동성애가 사실은 두 번째 의미의 질병〔즉, 성심리의 미성숙〕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는다. 그리고 더 엄 한 의미로 말하자면, 동성애는 유전적 

오류 또는 호르몬의 분균형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성애를 질병

으로 분류함으로써 도덕적 판단의 역에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류다.”

■ 법률과 전문가에 의한 보호가 증가하고 인권운동과 장애운동이 결합하면서 반정신의학 

이론과 행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반정신의학은 정신의학이 유전학, 신경화학, 약리학

적 약물을 중시하는 “생의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도전하 다. 부연하면, 정신의학과 

제약회사의 유착 강화를 반 한 것이다. 당시는 제약회사가 점점 더 많은 파워를 행사하

고, 정신의학 연구와 실천에 과도하고 부당하고 부정한 향을 행사하던 시절이었다. 

DSM을 발간하는 미국정신의학회처럼 정신과 진단을 매뉴얼로 성문화하는 것과 그것의 

오남용 가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의 활성화 : 이 시기에 등장한 소비자/생존자운동은 완전한 회복, 

권한부여, 자기관리, 심지어 완전한 해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장애의 사회모형을 기반으

로 낙인과 차별에 도전하고.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령,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직장과 사회에 더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정신건강 서비스

의 전달과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 다. 하지만 주류 정신의학적 실

천의 근본적인 윤리와 효율성에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정신의학 내

부에서 주변화되어 있었고, 정도는 덜 했지만 정신건강 공동체 내부에서도 소외되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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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90년대

■ 소비자 운동의 등장 : 1980년 부터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정

신건강 서비스 “소비자”로 자신을 정의하고 자조/옹호단체와 동료-운  서비스를 조직

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그룹은 초창기 운동 목표들 중 일부를 공유하지만, 전통적인 정

신건강시스템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굳이 폐지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신, 이들은 시스템을 개혁하고 더 많은 선택권을 갖기 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회원들이 

정신건강시스템에 해 가능한 한 많이 배우도록 권장하고,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와 치

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1985년 전국정신건강소비자협회

(National Mental Health Consumers' Association)가 설립되었다.

■ 당사자 조직의 분화 : 1986년 발표된 미국의 발전에 관한 어느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한

다. “현재 3개의 전국 규모 단체가 존재한다. ... ‘보수파’는 전국정신건강소비자협회

(National Mental Health Consumers' Association)를 설립했다. ... ‘중도파’는 전

국정신과환자연합(National Alliance of Mental Patients)을 결성했다. ,,, ‘급진파’는 

정신의학폐지네트워크(Network to Abolish Psychiatry)를 창립하 다.” 하지만 정신

건강시스템과 그들의 “치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자신을 소비자라고 부르는 것에 

분개했다. 그래서 전국정신과환자연합은 전국정신과생존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Psychiatric Survivors)로 이름을 바꾸었다. <불사조 날다: 정신병자

자 된 자들의 목소리 Phoenix Rising: The Voice of the Psychiatrized>는 1980

년~1990년까지 토론토의 정신병원 수용자들이 쓴 책인데, 캐나다 전역에 반정신의학

을 널리 알렸다.

■ 우산조직의 결성 : 1988년 전국 규모 및 소규모 풀뿌리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의 주요 리

더들은 독자적인 연합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국제지원연맹(Support Coalition 

International, SPI)을 설립하 다. (이 조직은 나중에 마인드프리덤 인터네셔널

(MindFreedom International)로 이름을 바꾸었다.) 또 세계정신과이용자및생존자네

트워크(World Network of Users and Survivors of Psychiatry, WNUSP)는 1991

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의 국제조직인 세계정신과이용자연맹(World Federation 

of Psychiatric Users, WFPU)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 반정신의학과 당사자 운동에 한 비판 : 정신과 환자들이 정신과 서비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조직들은 당사자 운동에 문제를 제기하 다. 특히, 탈시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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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 속에서 지역사회 서비스가 파편화되고 정신과적 상태 때문에 고통 받는 많은 사람

들이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지역사회 서비스 역에서 재시설화되거나, 노숙자가 되면

서 혼란이 야기되고 어떠한 도움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오늘날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의 현황

■ 미국에서 정신건강 상호지원 그룹들(mental health mutual support groups, MSG), 

자조단체(self-help organizations, SHO), 정신건강 소비자 그리고/또는 가족이 운

하는 소비자운 서비스(consumer-operated services, COS)의 회원수가 2002년 현

재 7,467명으로 추산된다. 

■ 캐나다에서는 CSI's(Consumer Survivor Initiatives, 소비자 생존자 주도권)란 용어

를 자주 쓴다. “1991년 온타리오주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의 일환

으로 CSI를 공식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주에 적용되는 예산을 책정하기 시작했

다.”(<평등한 미래를 만드는 온타리오주 CSI‘s Consumer Survivor Initiatives in 

Ontario Building an Equitable Future>(2009)) 또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소비자”라

는 용어보다 “생존자”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이들 중 60% 이상이 반정신의학적 신념을 

지지하고 자신을 “정신과 생존자”로 생각한다는 보고가 있다. 정신의학, 반정신의학 또는 

소비자/생존자 당사자에서 기인한 소비자/생존자 운동의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 독일에서 가장 흔한 용어는 “Psychiatrie-Betroffene(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Psychiatrie-Erfahrene(정신병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때로는 이 두 용어가 동의어

로 간주되지만, 전자는 정신의학의 폭력과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독일 (퇴원)환자들의 전국 조직의 이름은 전국정신과이용자및생존자협회

(Bundesverband Psychiatrie-Erfahrener, BPE)이다.

■ 전 세계에 크고 작은 소비자/생존자 풀뿌리 자조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조직들은 권한

부여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그런데 예산 문제는 더 많은 소비자/생존자들의 안을 

실현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공공기금을 지원받지만 전통적인 정신과 치료에 반

하는 미국의 전국임파워먼트센터(National Empowerment Center) 같은 안적인 

소비자/생존자 단체들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예산 

삭감을 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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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옹호와 개혁을 위한 캠페인뿐만 아니라 이용자/생존자가 운 하는 서비스를 개발

하는 것이 오늘날 핵심 쟁점이다. 독일 베를린의 탈주자의집(Runaway-House)이 그 

예이다. 정신과폭력보호기관이 운 하는 이 곳은 제한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직

원 절반이 정신장애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집 없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반정신의

학의 관점을 가진 위기센터이다. 이용자/생존자 단체 “RSMH”가 운 하는 스웨덴 헬싱

보리의 호텔마그누스스텐복(Hotel Magnus Stenbock)은 이용자/생존자에게 개인 아

파트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은 스웨덴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지만, 그 운

은 전적으로 이용자들이 맡는다. 혼의소리(Voice of Soul)는 헝가리의 이용자/생

존자 단체다. 국 런던의 이용자/생존자 단체인 창조의길(Creative Routes)은 지원활

동과 권익옹호뿐 아니라 매년 "미치광이 축제(Bonkersfest)"를 개최한다.

■ 세계정신과이용자및생존자네트워크(WNUSP)는 유엔 자문단체다. 유럽및세계정신과이

용자및생존자네트워크(European and World Networks of Users and Survivors of 

Psychiatry, ENUSP and WNUSP)는 “지난한 토론” 끝에 다양한 그룹의 정체성과 국

제NGO들이 제기한 입장을 포괄하기 위해 “(과거-)이용자((ex-)users)”와 “생존자”란 

용어를 채택하 다. WNUSP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에 기여하 고, <유엔장애인권

리협약 이행 매뉴얼 Implementation Manual f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제작하 다. ENUSP는 유럽연합과 

세계보건기구의 자문을 받는다.

■ 2007년 드레스덴에서 열린 “정신의학의 강압적 치료: 포괄적인 검토 Coercive 

Treatment in Psychiatry: A Comprehensive Review” 회의에서 세계정신의학회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의 회장과 임원들은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요청에 따

라 소비자/생존자단체 표자 4명과 만났다.

■ 미국의 전국정신건강회복연맹(National Coalition for Mental Health Recovery)(전

국정신건강소비자/생존자단체연맹(National Coalition for Mental Health Consumer/ 

Survivor Organizations)의 후신)은 연방과 주가 건강돌봄, 정신건강, 사회정책을 개

발하고 시행할 때 소비자/생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이 권한을 가지고 회복을 

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부를 둔 프리덤센터(Freedom Center)는 안적이고 전인적인 

접근법을 제공 및 장려하고, 치료와 돌봄에서 당사자들이 더 많은 선택과 옵션을 행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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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센터와 뉴욕에 본부를 둔 이카루스 프로젝트(Icarus Project)

(이 단체는 소비자/생존자 조직을 자임하지는 않지만 회원 중에는 소비자/생존자 정체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정신과 약물 중단을 위한 유해 감소 지침 Harm 

Reduction Guide To Coming Off Psychiatric Drugs>을 만들었는데, 최근 경제잡

지 포브스가 이 단체를 서특필했다.

■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캐나다, 국, 가나 등 최소 7개국에서 느슨하게 연결된 

단체들로 구성된 매드 프라이드(Mad Pride) 행사에 수천 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 중

에는 단지 정신병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약물로 

정신병을 치료할 필요가 없다며 의료 체제가 제공하는 "돌봄"을 체할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 참가한 많은 개인과 단체들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일반 중에게 알리기 위해 자신들이 수행한 투쟁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 마인드 프리덤(MindFreedom) 표이자 당사자인 데이비드 옥스(David Oaks)는 월

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 다. 또 프리덤센터는 주간 FM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

하 는데, 지금은 퍼시피카 네트워크(Pacifica Network)에서 동시에 방송된다. 그리고 

프리덤센터 공동 설립자 윌 홀(Will Hall)은 매드니스 라디오(Madness Radio)를 진행

한다. 마인드 프리덤의 슬로건은 “정신의학 권력에 말 꾸하기”, 권리보호와 권익옹호, 

자기결정이다. 회원들은 어느 정도 집단 정체성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정신과 치료, 저항

의 수준, 환자 인정 여부 같은 쟁점을 바라보는 성향은 보수부터 급진까지 다양하다.

■ 2007년에는 캐나다에서 국제소비자/이용자단체연맹(International Coalition of 

National Consumer/User Organizations)(일명 인터릴레이트(Interrelate))이 결성

되었다.

3. 시사점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 리더들은 개 백인, 중산층, 고학력자 다. 그 중에는 무정부주의적

이고 반자본주의적인 활동가들도 더러 있었는데, 이들은 이 사회에서 백인 중산층보다 더 고

립되어 있는 빈곤층, 소수민족, 페미니스트, 죄수, 게이의 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

고 자신을 소수자로 규정했다. 이 리더들은 사회적으로 "층화된 위치" 때문에 단지 개혁주의

자로 보 을 뿐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제 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 "급진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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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본주의 체제가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 체제 안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그들은 정신병 꼬리표가 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회와 정신의학의 지배권

이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모든 조건에서 정신의학을 비판하는 운동가들도 있고, 자발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운동가들도 있었다. 그래서 자발적 심리요법, 당

시 표현으로 정신분석학은 신체요법처럼 심각한 비난을 받지 않았다.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동료 환자들의 개별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들은 자기주장, 해방, 평등

을 지지하고 완전히 자발적인 이용자-통제 서비스를 옹호했다. 이 운동은 평등주의를 지지하

고 리더십 개념에는 반 했지만 글쓰기, 말하기, 조직하기, 접촉하기 훈련을 통해 지식을 갖

추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남녀 간부들을 양성했다. 이들은 반항적, 민중주의적, 반엘리

트주의적인 1960년  사회 분위기의 산물이었고, 무엇보다도 자기결정과 자립을 갈망했다. 

이들은 정신장애인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문직을 향한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자신을 유아화하고 자신의 소망을 무시한다고 봤던 것이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소비자/생존자주도권(CSI)은 사회적 지원, 권한부여, 정신적 웰빙, 자

기-관리, 서비스 이용 축소, 정체성 변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런 연구들은 

CSI의 지원 및 자조 측면만 부각시키는 반면, 다수 생존자/이용자단체들이 정치적, 사회적 

제도 탓에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최근 캐나다에서 CSI에 참여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비교한 연구들이 나왔다. 광범

위한 인구통계학적 변수, 당사자가 스스로 진단한 정신과적 상태, 서비스 이용, 결과 측정을 

놓고 두 단체를 비교했다. 1년 반 뒤, CSI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원과 삶의 질(일상 활동)이 상

당히 향상되고 정신과 입원 일수가 줄었고, (유급 또는 무급) 고용 그리고/또는 교육에 참여

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과 개인의 권한부여 정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자들은 전문가 중심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비용의 일부를 소비자단체에 지원한 결과 긍정

적인 효과를 낸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질적 연구에 따르면, CSI는 긍정적이고 환 할 만한 안전한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동료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뭔가를 기

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적인 세계관,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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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주는 지역사회 통합 촉진자 같은 환경들이다. 체계적인 생존자/소비자 운동은 (정신건

강 또는 정신병, 소비자/생존자의 삶 경험, 당사자들의 주장이 가진 합법성, CSI의 인지된 가

치를 둘러싼)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인식 변화뿐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제, 서비스 계획, 공공

정책, 자원 배분에 한 구체적 변화를 가져다준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가 (현재와 미래의) 다

른 소비자/생존자, 다른 서비스 제공자, 일반 중,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하

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로 예산의 부족 탓이겠지만, 더불

어 CSI가 표하는 시각의 범위가 이전보다 좁고 미묘하고 복잡해진데다 소비자/생존자운동

이 25년 전과 다른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소비자/생존자 당사자들뿐 아니라 정신의학자를 비롯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제기

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 다름 아닌, 치료에 한 비관론을 뒤집고 당사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여정을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회복모형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모형은 회복되지 

못한, 또는 공공 서비스를 거부한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활용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소비자/생존자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신의학 관련 조직들은 급진적 소비자주

의 단체를 극단주의자로 치부한다. 그들은 운동가들이 과학적 근거가 별로 없고 확실한 리더

십도 없고, “정신과 의사들의 업무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심한 정신질환자들을 자신들이 돌보

려고 하고” 강제 치료, 전기충격치료, 어린이들에게 자극제와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것, 성인

들에게 신경이완제를 처방하는 것에 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운동

가들은 정신의학은 이윤을 추구하는 분야이고, 현재-환자와 퇴원-환자의 자기결정을 낙인화

하고 훼손한다고 맞받아친다. 또 이 사회가 부여하는 낙인이나 멘탈리즘(mentalism)에 반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 풀러 토레이(E. Fuller Torrey), 샐리 새텔(Sally Satel), 그리고 전

국정신병연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의 일부 지도자를 중심으로 잘 짜진 

세력들이 반정신의학적 견해를 장려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생의학모형 신 사회적, 경험

적 회복을 촉진하는 소비자/생존자단체와 외래진료조차 반 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을 지원하

지 못하도록 로비 활동을 폈다. 토레이는 퇴원-환자(ex-patient)인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

는 “정신과 생존자”라는 용어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7)에 불과하다고 일축

7) “정치적 올바름”은 인종, 민족, 종교, 성별, 연령, 성적 지향, 신체 등을 비하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용어나 표현법을 사용하지 말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자는 운동이다. 특히, 미국 등 다민족국가들이 1990
년 부터 정치적(political)인 관점에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correct)는 의미에서 용어를 사
용하기 시작했다. 가령, 어권 나라들은 흑인(black)을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acan American), 인디언
(Indisan)을 아메리카 원주민(native American), 에스키모(Eskimo)를 이누이트(Innuit), 집시(Gypsy)를 로
마니(Romany)로 바꿔 부른다. 장애 관련 용어에서도 불구자(the disabled)를 장애를 가진 사람(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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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 시민권 변호사과 힘을 합쳐 치료를 제 로 받지 않아 50만 명이 자살하거나 길거리

에서 죽어갔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의 비난은 선동적이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자기 결정

과 자기-정체성 쟁점은 그보다 더 복잡한 문제다.

with disabilities)이나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differently abled people), 정신지체인(the retarded)을 학
습장애인(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y) 등으로 바꿔 부른다. 하지만 이런 용어수정운동은 제3자의 입장
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정작 당사자들 특히 급진적인 운동가들은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역사적, 문화적 언
어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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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 현황과 향후 과제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강인영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새로운 패러다임: 모두의 자립생활

1990년  후반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의 삶

을 강조하는 자립생활 이념이 들어왔고, 2000년 일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후원으로 광주

와 서울에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었다. 자립생활센터는 2000년 2개소를 시작으로 18년간 

이제 전국 200여개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지역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자립생활센터는 당

사자 권리향상을 위한 옹호 활동과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

는 전진 기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위치는 활동가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이용자가 되

는 곳이기도 하다. 기존의 실천현장과 다른 특색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무한한 성장을 가져

왔으며, 장애인 복지의 판을 뒤집어 놓았다. 짧은 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관련법안 제ㆍ개정,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이끌었다.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를 가져온 힘

은 그들이 상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자리매김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중요한 운 원칙은 모든 장애유형 포괄, 장애

인 권익 옹호, 풀뿌리 운동 지향, 탈시설화 등이다. 

200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의 흐름을 익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자립생활센

터들이 운 원칙에 충실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또한 최근 센터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은 장애유형 포괄이다. 

2010년  자립생활센터들은 발달장애인들의 권리 옹호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일본의 피

플퍼스트 연수를 가고, 지속적으로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당

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계획(PCP: Person 

centered planning)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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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2010년 초중반부터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 센터

를 비롯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날동 문자립생활센터,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

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집단동료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참여자들의 손을 이끌었으며, 정신장애 관련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함

께 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양천IL센터의 실천

❖ 2013년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욕구 및 실태조사 실시

2013년에 실시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욕구 및 실태조사는 뇌병변, 시청각/언어, 

내부, 발달, 정신장애 총 6개 유형을 망라하여 144명의 중증장애인을 상으로  당사자들의 

자립생활욕구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

하 으며, 이 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수는 양적조사 28명(1~3급), 질적조사 4

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활동보조이용, 직업, 교육, 차별, 희망 주거형태 등 공통설문과 당사자들

의 자립을 기준으로 자립형과 미자립형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설문을 제시하 다. 자립형의 

경우, 자립생활이유, 준비, 소요비용, 자립생활 만족도 등이며 미자립의 경우 현재 일상생활 

보조인, 자립계획, 가족반응, 자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 등을 설문하 다. 질적연구는 초점집

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기법을 활용하 다. 주요 질문내용은 자립생활에 한 

인지 및 계기, 자립생활 계획 여부 및 이유, 자립 준비에서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이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신체적 장애에 비해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비

율이 현저히 낮으며(뇌병변 및 지체 67.5%, 정신장애 17.9%), 취업을 하거나 직업생활을 유

지하기에 힘들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병원 입원 시 겪었던 

인권침해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도 자립생활에 한 욕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주거마련이 

필수적이며, 당사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소득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안정적인 일자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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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또한 익히 언론을 통해 폐쇄병동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당사

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적인 피해사례를 접함으로써 적극적인 옹호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우리 센터에서는 2012년부터 복지일자리 참여자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배치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을 돕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를 도모하 다. 1년 뒤 복지일자

리보다 조금 더 높은 보수를 주는 업체로 취업을 하 다. 이후 다른 곳으로 취업한 후 불면증

이 시작되어 일을 관두었고, 2017년 하반기 우리 센터에서 당사자 활동가로 활동을 시작했

다.  

❖ 2014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정책토론회 개최, 정책제안 활동 

2013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 다. 토론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역사회 공공주거정책,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걸림돌로 정신장애인에 한 편견과 두려움으로 병을 밝힐 수 없어 개입이 어렵

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일터의 부족으로 경제적 문제 해결이 어려움을 토로하 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시 공약으로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서

울시 정책 및 조례 제정 추진”을 제안했다. 공약제안 요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약1> ‘병원에서 지역으로’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및 조례 제정 추진

1) 탈원화 전담기구인 ‘정신장애인서비스조정위원회’ 및 자치구 단위의 ‘정신장애인생활지원협의회’ 

설치

2) 정신보건센터 및 시립정신병원을 서울시 직 체계로 전환, 시립 정신병원 1개월 이내의 단기병상

으로 전환

3) 일시보호시설 및 당사자 주도 서비스 제공기관의 권역별 신규 설치

4) 다수자 거주 및 입원기관 인권증진을 위한 감독관 파견,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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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내부 역량강화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내부학습을 진행하 다, 정신보건의료 실태, 일본 자립생활

센터 당사자 활동 및 실천 현황, 해외 사회적 기업 사례 등을 조사하여 내부 역량을 키우는 시

기를 가졌다. 이런 2013년도의 실태조사와 내부 학습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위

해 외부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 으나 선정되지 않았다.  

❖ 2016년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구축을 위한 전환지원사업 실시

(후원: 한국장애인재단) 및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선정

2016년에는 한국장애인재단의 후원으로 정신장애인 자조모임 구성, 환청체험을 통한 인

권교육, 정신장애 지원 인력 양성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 다. 자조모임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시는 당사자분들을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당시의 만남은 2018년

까지도 이어져 지금까지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자조모임 회원 분 중 동료지원 활동이나 센터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2017년 당사자 활동가로 채용하 다. 

환청체험교육은 강서구와 양천구, 서울시 공무원, 가족, 활동보조인, 자립생활센터 상근자 

등 총 455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여 정신장

애에 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이 사업은 센터 위탁 기관인 양천구장애체험관

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센터의 경험부족 메꾸고 정신장애 정책 연 를 위해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사회

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MOU를 맺어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장애정책 토론회 및 매니페스토 서약식(2014. 5. 26)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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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세부사업 추진(환청체험, 교육 구성 및 강사섭외)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인적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를 만들었으며, 당사자와 당사자

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포괄하는 사업 기획으로 사업의 효용성과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었

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센터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사업에 한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017 정신장애인 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신장애인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사업”을 제안하여 최종 심사를 통과하 다. 사업운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와 장애인복지팀의 핑퐁게임이 있었으며, 결국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맡게 되

었다. 단순히 실태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양천 지역 중심의 전달체계 간 소통 체계 마련 및 네

트워크를 촘촘히 만들고자 제안하 는데 실태조사에 그쳤다. 2017년 연초부터 사업 추진기

관 찾아가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제안자로 과정에 참여하기를 제안하 으나 이후 단 한 번도 

초  받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업무협약식-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장애체험교육에서 강의하고 있는 당사자

자조모임-공연관람 퍼실리테이터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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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일본연수, 서울시 정신장애 당사자주도 자립생활 프로그램 실시(후원: 서울시) 

2017년 2월 우리 센터 세미나팀 1기를 중심으로 “일본 정신장애 정책연수”를 다녀왔다. 

일본 도쿄에 있는 코라루 타이토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하치오지 정신장애인피어서포

트센터, DPI일본회의,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JIL), 다치카와 파티오지역활동지원센

터 등을 방문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장애인종합지원법 제정 시 장애계의 입법활동, 종합지원법 안에서 정신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상담지원사업,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운  현황과 

당사자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정신장애 정책 흐름을 이해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가능성을 보았다. 

하치오지 피어서포트센터에서는 기존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료지지 중심의 

사업(동료상담, ILP, 서포트그룹운 )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치오지시에 18개의 정신병원이 

있는데 시청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동료상담가를 파견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의 역

량을 높이기 위해 신체장애인 동료상담가의 슈퍼비전을 받고 있으며,  활동지원사를 고용하

여 일상생활 지원을 받고 있는데(주4시간) 시청에 신청하러 갈 때 활동지원사 이용 경험이 있

는 신체장애 동료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이전 자립생활의 경험이 많은 신체 동료

의 지원과 유형포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라루타이토우 가토우 마키코 대표(왼쪽) 휴먼케이협회-정신장애인피어서포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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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장애 당사자주도사업은 자립생활센터의 기본사업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조

모임,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사업내용으로 가지고 있다. 집행부의 보건의료 역에서 정신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센터는 

9월부터 12월 총 4개월 동안 5명의 당사자 활동가 분들과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다.  

지역사회 옹호활동, 리더양성교육, 서포트 그룹(뫼비우스 해방구) 운 하여 당사자분들의 

역량 강화와 동료 지지망을 구축하 고, 사람중심 자기주도 자립생활프로그램(ILP)-단기체

험을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리더활동과 자조활동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의 자료를 번역하고 배포하 다.  

네트워크 확  및 강화를 위해 중앙 장애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한국장

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모자이크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 발전방향 모

색과 정책 확산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두 단체는 올 2018년 9월에  정신장애인의 사회복

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한국장총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1)을 주제

로 하여 기관지를 발간했다. 

2017년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동료상담을 중심으로 한 장애 정체성 확립, 동료 지지망을 

구축하고, 당사자 활동가 그룹을 만들어 당사자 주도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다양한 경

험을 통해 당사자분들의 역량을 높이고, 리더양성체계를 마련하여 당사자 리더활동의 가능성

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 의제를 확장하 으며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마을이 정신장애에 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었다. 

1) 한국장총 제374호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462

DPI일본회의 다치카와-파티오지역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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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에서 정신의료 정책을 소개하는 당사자활동가 리더양성교육-장애의 이해

자립생활 단기체험-시장보기 사람중심자기주도ILP-MAPS

집단동료상담(3박 4일) 성과보고회

  

당사자활동가 그룹 이름과 로고 제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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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추진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제안

2017년에 이어 서울시의 후원으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사업기간과 예산이 늘어나 보다 많은 당사자분들이 당사자 활동가(7명)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당사자활동가로 함께 하며 리더로서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보다 많이 센터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 중증장

애인 인턴제와 복지 일자리를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배치했다. 

2018년에는 당사자 활동가 모임인 “뫼비우스 해방구”와 글쓰기 자조모임인 “나를긋다”를 

운 하고, 각 지역의 당사자 활동가와 연 활동을 추진하 다. 또한 모자이크 연수를 기획하

여 장기적인 당사자의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17년에 활동한 활동가들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당사자들을 매주 만나 동료상담을 진

행하고 있다. 당사자 활동가들은 동료상담에 그치지 않고 연계된 당사자분들이 다양한 경험

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IL단기체험을 소개하여 자립생활에 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다.  

IL단기체험은 센터의 체험홈에서 당사자분이 개별계획에 따라 실천활동을 하는 것으로 짧

게는 4박 5일에서 길게는 7박 8일의 자립생활을 경험하 다. 올해는 5명의 당사자분들이 참

여하 다. 단기체험을 통해 당사자분들과 가족들은 자립생활에 한 자신감을 얻고, 자립에 

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40평생 외박을 단 하루 하셨던 당사자분은 7박 8일의 

자립생활이 매우 행복했다고, 다른 당사자분은 “최고”라는 한마디를 남기셨다. 

올 6월 13일에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양천구청장 후보자, 구의원에게 공

약으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체계 확 ”를 제안했다. 실제 공약

에 반 되지는 못했지만 지역에 인프라가 확산되어 당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혀

지고, 정신장애를 포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8 장애정책박람회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과제

330 ∙

마음see 캠페인 마음see 영화제

모자이크 연수-사전교육:사회적경제 이해 모자이크 연수-기관방문

IL단기체험-자립생활 가정방문 당사자연구 간담회

글쓰기 자조모임-나를 긋다 뫼비우스 해방구 1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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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병원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

가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센터들이 문을 더 열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가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하기 위해 지역의 정신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찾아 올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만드는 것과 

당사자에 한 이해를 높이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고

민하는 센터가 있다면 언제든지 조력하고, 연 하겠다. 

당사자 주도의 활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체성 확립을 중심으로 한 당사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전에 장기 입원을 경험한 당사자분들은 사회활동이나 사회

참여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장애정체성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은 동료상담가

이다. 현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에서 동료상담가 자격제도 운 하

고 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한자연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자격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교육과정 내에 한 두 과정은 장애유형별로 별도의 교육과정 운 을 제안한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신장애인 당

사자의 자립생활에 관심이 있는 정신재활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정신장애 정책/제도 변화 위해 중앙 및 정신장애계와의 연 가 필수적이다. 

일본의 경우, 정신장애인을 포괄하는 장애인종합지원법 개정을 위해 DPI일본회의가 큰 역할

을 하 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주요한 정책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당사자 조직

이 구성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다른 유형의 당

사자와 같이 평등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운동이나 정신적 

장애인의 활동지원제도 이용을 위한 활동지원 인정조사 개편 등 정책 변화를 위해 힘을 합쳐

야 한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옹호활동을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전국 조직화가 필요하다. 일본

은 “일본 정신장애그룹(Japan National Group of Mentally Disabled People)”을 만들어 

정신보건법 개악 저지운동, 국회 참고인 발언 등을 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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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정되지 않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병원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안심

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옹호활동을 전개하고, 혐오가 

아닌 공감과 연 를 위한 시민옹호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분들이다. 우리 센터에서 활동

하시는 당사자분들 모두 특별한 재주, 각기 다른 강점들을 갖고 계신다. 가끔은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자신을 낮게 생각하실 때 안타까움이 있었다. 모든 당사자분들께서 자신의 가능성

을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잡고, 자신에게 맞는 역할이나 직업을 알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

여하셔서 자신의 강점과 역량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센

터도 당사자분들 개별에 맞는 일들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센터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센터와 함께 내가 무엇

을, 어떻게, 같이 할지 고민하시고, 옆에 계신 동료분들을 살뜰히 챙기시는 우리 당사자활동

가분과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체로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고

민과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이상호 소장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정

신장애인 당사자의 삶이 지금보다 더 인간다운 삶, 다른 사람과 같은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 

참고문헌

조한진(2007) 독립생활 이념의 역사와 변천과정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2013)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욕구 및 실태조사 

보고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2014) 서울시 64지방선거 장애관련 공약제안서

관련 기사

열악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정착 과제 산적

http://www.ablenews.co.kr/News/NewsPrint/Print.aspx?NewsCode=0044201809

17183053451917



∙ 333

< 발제 5 >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의 의의와 과제

조유진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사자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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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의 의의와 과제

조유진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사자 활동가

소개

저는 조울증을 겪고 있는 조유진이라고 합니다. 

고2때 우울증으로 처음 발병하여 학 때는 신앙의 힘으로 증상을 이겨내며 사회복지를 전

공했습니다. 중증장애인복지시설에서 2년 4개월 정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 으나 과도한 업

무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를 하 지만 우울

증이 심하여 집에만 틀어박혀 세월을 보냈습니다. 

2010년에 폐쇄병동에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고 장애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에는 직업생활을 하는 것이 두려워 내일배움카드로 여러 가지 교육을 수료하며 사회에 나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 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신당사자로서 제가 겪은 직업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직업경험

✒ 사회복귀시설

정신장애 3급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뒤 처음에는 에버그린하우스라는 사회복귀시설을 다

녔다. 직업재활교육시간이 있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컴퓨터 기본 교육을 받아야했다. 

집에 혼자 고립될 수 없어 사회복귀시설에 돈을 내고 다녔지만 보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장애인 고용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 장애인고용에 도전하다.

처음에는 동사무소 행정도우미를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등을 해 보았다. 주어지는 

업무는 사무보조나 복사, 팩스 보내기 등의 단순 업무 고 다른 직원들과 섞이지 못하고 위축

되기 일쑤 다. 쉬운 일을 준다는 것이 스트레스가 없어 좋기도 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회의하

고 업무를 진행하고 책임지는 데서 오는 일하는 맛을 느낄 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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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고용은 횟수가 제한되어 계속 일할 수 없는 고용불안도 늘 따랐다. 

✒ 지하철택배회사

하여 정신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지하철 택배회사에 다녔다. 몸을 쓰는 일이어서 고되긴 했

지만 머리를 단순하게 비울 수 있었고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일하는 시

간 가 달라 배달을 나가면 혼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기에 동료를 만들기는 어려웠다. 

✒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무

자립생활센터 집단동료상담에 참여하게 되면서 IL센터를 알게 되었고 한국정신장애인자립

생활센터에 3개월 간 당사자 활동가로 일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당사자들과 비장애 직원 모

두 등한 동료라는 원칙하에 함께 회의하고 일정을 공유하고 맡은 업무들을 해 나가는 것에

서 자존감을 많이 되찾았다. 정신장애계의 이슈에 해서도 알게 되었고 당사자끼리 뭉쳐서 

조직화된 힘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른 동료들을 만나면서 20여년 이상 겪

었던 나의 정신증상들이 아직도 집안이나 병원에 고립된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을 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의 고생이 헛되게 흘려버린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사람사랑양천센터에서 일하면서 좋았던 점

✒ 다양한 장애유형의 당사자들과의 만남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2017년 집단동료상담 서브리더를 하는 것을 제안 받고 양천

센터에 와 보니 다양한 장애유형의 당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선 집단동료상담의 리더가 신체장애인이셨고 나의 역할은 정신당사자 분들이 편하게 마

음을 열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역할이었다. 

센터에는 활동지원사, 발달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등 다양한 분들이 오가셔서 굉장히 역동

적인 에너지가 느껴졌다. 담당 간사님들이 자기 업무에 바쁘실 텐데도 당사자 분들이 오시면 

먼저 다가가 말 걸어 주시고 프로그램 때문에 간식을 준비하다가도 과일을 입에 넣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당사자분들이 이곳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체장애분들이 활동지원사제도를 잘 활용해 업무를 해 나가고 활달한 에너지를 가지고 센

터에 계시는 것 자체가 정신장애인들 사이에만 있던 내게 기분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을 심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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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당사자 분들이 당당하게 센터에 나와 연극과, 미술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사람

들에게 꾸밈없이 다가서고 늘 밝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도 센터를 더욱 역동적이게 했다.

✒ 탄탄한 조직체계와 다양한 센터사업과 프로그램

신체당사자분들의 투쟁을 통해 얻어낸 탄탄하게 갖춰진 조직에서 활동하니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동료상담, 권익옹호, ILP, 정보제공, 활동보조사

업  자립주택 등 자립생활센터가 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접할 수 있었다. 

양천에서 ‘모두의 자립’이라는 구호 아래 2016년부터 지역정신장애 자조모임을 시작으로 

정신장애당사자의 자립에 힘을 기울이고 있던 터라 2017년 10월부터는 ‘뫼비우스해방구’라

는 정신장애인당사자 자조모임을 조직해 활동하게 되었다. 

리더양성교육, 단기체험, 인식개선캠페인, 집단동료상담, 필드트립을 하면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자립생활이념의 시작, 장애운동사 등을 거듭 들으면서 신체장애당사자분들의 자립생활에 

한 축적된 가치와 행동강령 등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집단동료상담의 리더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 달라서 다양하게 동료상담 이념을 가

슴에 새길 수 있었다. 팀장급 되시는 분들은 참여자이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자신

이 전하고자 하는 맥락의 줄기를 놓치지 않고 그 안에 녹여내어 전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자립의 정신이 체화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달 진행된 ILP를 통해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들이 있고 이를 어떻게 이용하며 지역사회에

서 당당한 소비자로서 또 문화자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지를 배웠다.

✒ 책임의식을 가지고 양천센터의 활동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다

2018년에 다시 시작된 3개월의 당사자 활동을 통해 자립생활이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

었다. 단기체험 지지자로서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지했고 3박4일 집단동료상담 서브리더를 

했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처음에는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이에 그치지 않고 조금씩 역

할과 권한을 더 부여해 주시는 것이 감사했다. 

경제적인 급부도 챙겨주려고 애쓰셨기에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 찾아서 하려고 했고 일

이 어려워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다. 

장애운동사를 배우며 정말 투쟁 없이 얻어진 것은 없다는 말이 와 닿았다. 자립센터의 이념

에 따라 전 장애유형을 포괄하기 위해 발달장애를 넘어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에도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양천센터가 있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동료들을 만들었으

며, 경제적 안정도 가져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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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활동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발판

✒ 다양한 당사자 활동가 발굴

현재 양천센터에서는 뫼비우스 2기가 활동하고 있고 작년에 여성활동가가 발표자를 제외

하고 없었던 거에 비해 2018년에는 여성당사자 분들도 늘었다. 

선배 신체장애인 분들이 집단동료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정신당사자끼리 집

단동료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정신장애당사자 리더를 키우고 자립이념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말

씀을 해주셨다. 정신당사자 리더들이 역량을 갖추고 다수가 일어서야 함을 배웠다. 현재 자립

생활센터에서 당사사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필

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상호 배움의 자리

당사자끼리 서로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는 정신으로 문서작성이나 프레젠테이션이 어려

운 동료에서 자신의 역량만큼 가르쳐주고 또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상 의 경험을 통해 배우

는 등의 상호 배움의 자리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과도한 업무로 증상이 올라올 때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하는 센터 분위기 조성

자립생활센터도 국고보조로 운 되는 탓에 타 센터와 어느 정도 경쟁을 하고,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여 정신당사자의 컨디션이 고려되지 않는 과도한 업무나 한

꺼번에 몰려있는 사업일정에서 활동가가 ‘번아웃’ 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근무시간도 필요하

고 컨디션이 악화되었을 때 그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센터분위기가 조

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심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당사자 동료로 서로 다가서기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직장에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돌발행동을 했을 경우 창피해서 

스스로가 못 견디고 튕겨져 나갔더라도 센터에 남아있는 동료가 먼서 손 내 고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믿을 

수 있는 동료의식이 쌓이기 위해 업무로 인해 만나는 시간 외의 시간에 활동가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이나 사석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 팀을 이뤄 함께 일하기 

팀으로 일을 하면 한 사람이 정신증상으로 자리를 잠시 비우더라도 그 빈자리를 체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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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에 당사자가 센터 내에서 팀을 이뤄서 일하는 것을 중요하다. 각자가 강점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없기에 특정 업무에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업무를 쪼개어 함께 일을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하여 앞으로도 단시간 일하는 활동가나, 인턴, 복지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

의 고용을 통하여 당사자 여럿의 강점이 어우러져 함께 만들어가는 정신사업을 추진해야한다

고 생각한다. 다만 여럿이 팀을 이뤄 일할 경우 총괄하고 책임지고 이끄는 리더역할을 하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신당사자 동료상담가 지지활동의 활성화

정신당사자 동료상담이 가장 효과성이 높다고 입증된 만큼 센터에서 특정수준의 동료상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개별동료상담가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동료지지로 마음을 연 지역이나 거주시설 동료들을 토요일 ‘집단ILP’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

시켜 좀 더 지역사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 정신당사자 일자리의 안정화

인턴이나 복지일자리 외에도 센터 일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면 정직원으로 고용하여 고용불

안을 없애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졌으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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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토론회 시간표

 

좌장 : 양종국 교수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과 교수] 

시간 내용 발표

4:00 개 회 사회자

4:05~ 인 사 말
구근회 회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4:10~ 패널소개 및 인사 좌장

4:15~ 발제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제도화 이후 실태와 발전방안
김동일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4:40~
토론 1.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제도화 이후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조호근 국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

4:50~
토론 2.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제도화 이후 실태와          발전방

향’에 대한 토론

최혜영 센터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

식교육센터]

5:00~
토론 3.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제도화 이후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김정연 부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교육연수부]

5:10~ 토론 4.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현안 및 과제

최웅선 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미래전략부] 

5:20~ 토론 5 ‘장애인인식개선의무교육’ 법제도의 발전방향 
주정수 인권강사 

[장애인아카데미] 

5:30~ 질문과 답변 좌장

6:00~ 사진촬영 및 폐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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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발제 >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제도화 이후 실태와 발전방안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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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1 >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제도화 이후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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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제도화 이후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

[발제에 대한 의견]

올해 법정 의무교육에 ‘기업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추가되었다. 

이전까지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기관, 어린이집 및 학교 등에서만 의무적으

로 시행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2017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위반 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있어,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2008년부터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중･고등학생 및 교직원을 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협회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원’을 설립하여,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좋은 일자리로 기 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육성과 

컨텐츠 개발에 전력(全力)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발제문에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

방향 및 쟁점’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교육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교

육과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면(對面)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교육이 더 

효과적인지에 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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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기업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 교육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기업이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경우 

표이사, 임원, 인사담당자 및 일정직급 이상의 관리자는 반드시 면 교육을 받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안정이라는 법 시행목적에 부

합(符合)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중증장애인 강사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개인(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강사 자격 취득)과 기관(고

용노동부장관 지정)에서만 실시 할 수 있으나, 법정 의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설기관의 경

우 장애에 한 감수성(感受性) 없이 단순한 지식전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다른 법정교육과는 다르게 중증장애인을 강사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며, 자칫 강사에서 소외당할 수 있는 청각･언어, 뇌병변 및 발달장애인도 강사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특히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인 등과 팀을 이루어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 등과 팀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육성된 장애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자립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

록 지원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장애인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관련 사업을 장애인고용공단에서만 수행할 경우 독점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 강사자격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업무 외에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선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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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통한 상호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강사의 역량(力量)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

우라도 강사의 수준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강사의 역량은 단기간에 향상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사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부분은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진행

한다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안정이라는 법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에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교육 실시 기업을 상으로 전화나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어떤 향을 끼쳤는지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 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

립(正立)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육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같은 내용으로 몇 년 진행되다 보면, 다른 법정의무교육

처럼 교육 상자들에게 외면당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매년 새롭고 신선한 강의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고

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토론형, 참여형 및 체험 등 여러 형태의 강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2017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 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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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300만원이라는 과태료는 기업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액수이다.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때우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제 로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부담금을 정말 부담이 되는 금액으로 인상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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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제도화 이후 실태와 

발전방향’ 토론

최혜영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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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제도화 이후 실태와 

발전방향’ 토론문

최혜영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 

2016년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개정과 2018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은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는 현장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이 어린이집, 유치

원 등 약 7만개 기관 확 와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등으로 2016년 이후 

교육신청 상 및 기관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실질적 제제수단인 과태료 등의 제도 미비

로 인하여 의무교육의 강제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최근 2018.5.2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은 교육의 의무화가 강조되어 직장

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

련되어 사업주 및 근로자를 상으로 한 교육이 확 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제도의 선행적 시행에 응할만한 인식개선교육 지원 및 운 체계나 교육방법 

등이 견고하게 검증되지 않은 점,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가 되기는 하 으나 현장 안착율이 

미비한 점 등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부처기관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 교육 상이 중복되거나 어느 부

처로 교육신청을 문의해야 하는지, 결과보고는 어디로 하는지 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

관에서 어렵고 힘들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경험을 토 로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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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교육 체계 확립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은 장애인단체 또는 법적 근거 아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별 강사양성은 교육 교재에  강사로서 자질함양에 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 강사선정 기준은 무엇인지에 한 통일된 강사양성 체계가 없다.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들의 자격 및 질 관리를 위해 한국장

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재 개발 및 강사양성 체계마련 연구’에서 강사양성에 

한 체계를 제시하 지만 제 로 이행하는 단체는 많이 없다, 어느 기관에서는 1~2일 교육 

후 바로 교육 현장에 투입되어 인식개선이 아닌 잘못된 정보 전달로 또 다른 편견을 갖게 한

다.  

올해부터 시작한 한국장애인고용단 강사양성은 이론교육 후 10분의 교육시연 평가로 선정

되면 수료증을 발급 받아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을 나가지만 강사들의 역량 차이가 있고 교

육현장에서 강의를 잘하는지 사후관리도 되지 않는다. 

강사양성을 위한 교육내용, 강사선정기준,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교육현장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운 , 관리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2. 장애인당사자 강사 육성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당사자가 교육 상과 면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차원에

서 교육의 효과성이 비장애인 보다는 높다.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강사선정기준에 해택 

부여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비장애인 보다 장애감수성은 높을 수 있으나 지식부족, 강의스킬 부족, 장애수용이 되지 않

고 강의를 할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역효과가 날것이다. 

그리고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장애인식개선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다. 장애인, 비장애인 어

느 한쪽을 배제시키기보다 강사 자격과 능력을 강화 시켜야 할 것이다.

장애인 강사가 교육현장에서 주류화가 되기 위해서는 강사양성 체계 강화와 장애인 일자리

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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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기관 인증 강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한 173개의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기관을 파악한 결

과, 일반교육기관이 82개로 가장 많았으나, 복지기관은 43개, 장애인단체관련기관은 46개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1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면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을 나갈 

수 있는 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장애와 전혀 관계없는 기관이 인증 받아 교육을 

나가고 있으며, 법적 의무 교육(성희롱 예방, 개인정보교육 등)에 끼워 팔기 형식으로 장애인

식개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증기관을 보유강사 확 , 운  실적, 강사관리 체계 등 인증기관 선정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4.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제도 제외기준 삭제

고용노동부 훈령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7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적용범위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의 명단공표(이하 “명단공표”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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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 8조 명단공표 제외 기준’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을 실시할 것(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부문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

른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 의무고

용을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 할 경우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외 기준을 만드는 것

은 말이 안 되며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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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3 >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제도화 이후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김정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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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제도화 이후 실태와 발전방향’ 토론문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중심으로 -

김정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장 

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요

○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 (추진경과) 

     

 - ‘17.11.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18.1.25~5.1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1, 2차)

 - ‘18.5.29     개정 법령 시행 

○ (교육목적)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 를 위한 장애인에 

한 직장 내 편견 제거

○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전국 395만개 사업체, 2,200만 근로자

○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미실시 시 최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교육내용)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한 이해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관련 제도, 사례 등 

○ (교육실시) 사업주(직원 등) 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 (교육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간이교육(50인 미만 사업주) 등

Ⅱ. 교육홍보

☞ 제도 시행 초기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자료 제작 보급 등 집중 홍보 실시  

○ (정부 합동캠페인) ‘18.5.25~6.4(법 시행일 전후 1주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

부 등 3개 부처 종합 홍보(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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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발송) 50인 이상 사업주 28,000개소 시행 안내문 발송 및 국가 및 지자체 상 교

육실시 홍보(교육부, 복지부) 공문 시행(5.29)

○ (사업주 신고) 기존 e-신고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제출

○ (다양한 홍보) 주요 포탈(네이버 등) 배너 광고(5.28~6.4), 고용부 표번호(1350) 통화 

연결음 안내, 옥외전광판 상 송출, 보조공학기기 박람회(5.30~31), 장애인기능경기

회(9.11~14) 등 장애인 관련 행사 활용 홍보

○ (주요 단체 협업) 경  및 경제단체, 장애인관련단체 등과 연계하여 회원사 상 홍보 실시

Ⅲ. 강사양성

○ (교육일정) ‘18.5~12월간 서울, 부산, 성남, 전 등 전국 권역별 실시

○ (양성현황) 강사의 품질관리와 표준 교육 실시를 위해 강사는 공단에서만 운 할 수 있

도록 법령에 의해 규정 

        * 향후 ’22년까지 총 5,000명 양성 계획(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 (장애인 우대) 교육 신청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여 

장애인 교육생 비율이 높고, 합격률도 차이가 없음

    

<우선 선발 기준>

① 장애인 당사자 ② 장애 및 복지 강의 경력자

③ 장애 및 복지관련 학위 소지자 ④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장애인 강사 활동여건 확대) 장애특성별 과정 개설 등 장애인계 요구사항을 반 하

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강사직종 직업 역개발 추진

Ⅳ. 교재개발･보급

○ (집합교육용) 사업주에게 표준교육 구성에 따라 교안자료 제공,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교안 제작 중 

○ (원격교육용) 사내 온라인 교육시스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에는 포팅용 교육콘텐

츠 제공, 향후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예정 

○ (간이교육용)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근로자)에게 간이교육 교재(리플릿 형

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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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육기관 지정

○ (적용대상)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사업주 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사업주 연수･
교육시설, 재정지원 기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등 고용노동부 

인정 기관

○ (지정현황) 137개소 지정(장애인 관련 단체 76개소, 9.30 기준)

○ (향후계획) ’18년도 목표 기관 200개소(`19년 300개소, `20년 300개소)

Ⅵ. 이행 지도 및 점검

☞ 교육 의무에 한 강제력이 부여되었지만 사업체 수는 방 한 반면, 지도점검 인력 부족

으로 실효성 있는 이행지도의 어려움 발생

○ (의무고용사업주) 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서 실시 여부 항목 추가하여 시스템을 활용한 

점검 및 안내 실시(28,000개소)

○ (과태료 부과) 부과 상은 사업주이며, 교육 미실시 및 자료보관 의무 불이행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 상한금액(300만원) 이하로 부과

○ (교육관리 포털시스템) 사업체 교육 이수 관리와 교육 콘텐츠 제공을 원활하게 할 수 있

도록 포털시스템 구축 추진 중

▢ 함께 생각해 보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방향 지향점으로 ‘장애공감 시민사회 문화 확산’에 해 공감 함. 공

단에서도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 건립의 타당성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BF시설이 갖춰진 공단의 생활관에서 장애체

험과 교육을 받고 인근 잡월드, 애버랜드까지 연계하는 학생 상 체험 프로그램이 그 예 음.  

한편, 법 제도 의무 강화와 더불어 현장에서 진정성 있는 좋은 품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

는 권리 역시 확보해야 함. 각 부처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어 교육 상 중복이 문제라는 지적

도 있지만, 교육 목적과 상에 따라 차별화된 메시지*가 지속적,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하

므로 부처별 법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완하는 과정은 바람직함. 향후 교

육기관 및 강사가 강점을 극 화시켜 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화되고 확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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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맞춤교육 예시 

☞ 교육 의뢰 사업체의 최근 장애인 고용이슈, 인식수준에 따른 맞춤교육 

   (진입기) 고용확  및 직무개발 아이디어 도출

   (확대기) 장애 유형별 에티켓 습득을 통한 장애의 이해

   (안정기) 고용관리 문제해결, 동료 간 갈등과 소통

<기업맞춤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과정 운영사례>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선을 위해 어떤 정부부처가 총괄을 해야 하는지에 한 문제도 언급되

었는데 무엇보다 복지, 교육, 노동 분야의 협업을 아우르는 기능과 역할*에 방점을 두고 인식

개선 협의체는 반드시 구성․운 되어야 함. 

교육효과 측정에 한 검토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에서 개발한 사업주, 인사담당자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윈드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질문을 참고로 소개함. 

○ (사전조사 질문)  

   ① 당신은 장애인과 근무해 본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__ 전혀  __약간  __아주 많이  

   ② 당신은 장애인을 고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__ 예  __아니요  

   ③ 장애인을 고용하고 함께 근무하는 것에 관한 수용도는? 

      (1 = 낮음에서부터 5 = 높은까지의 척도로 평가) 

   ④ 당신은 장애인/ 차이점을 가진 사람들에 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⑤ 당신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⑥ 당신이 이 교육으로부터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 (사후조사 질문)  

   ① 당신은 장애인에 관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교육을 통해 예전에 알고 있지 

않았던 개인적 인식을 발견하 습니까?  

   ② 이 교육은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에 한 당신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습

니까?  

   ③ 당신은 장애인과 화를 하는 기법에 해 더 많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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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당신은 장애인의 고용, 승진을 지지하고 돕는 새로운 인식을 취득하 습니까? 

   ⑤ 이 교육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⑥ 당신은 이 교육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장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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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4 >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현안 및 과제

최웅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미래전략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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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현안 및 과제

최웅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미래전략부 부장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 주요 추진경과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일부개정(’15.12.29. 개정, ’16.6.28. 시행)

 ( 상)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 각급 학교 등 7만여 개소

 (횟수) 연1회 이상

 (실적보고)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방법)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실시하

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신설(’17.11.) 

- 한국장애인개발원 운

2. 낮은 교육 이행율

○ 교육 이행률 2016년 19.4% → 2017년 49.2% 증가는 했으나 낮은 수준 

(단위: 명, %)

구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어린이

집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학

교

각종

학교

특수

법인
기타 총계

’17

데상

기관
2,449 3,763 330 398

40,23

8
9,029 6,270 3,242 2,360 173

1,63

2
53 6 0 69,943

실시

기관
333 94 75 20

24,11

5
2,554 3,710 1,816 1,263 117 282 9 0 0 34,388

이행률 13.6 2.5 22.7 5 59.9 28.3 59.2 56 53.5 67.6 17.3 17 0 0 49.2

’16

상기

관
2,490 3,139 332 392

41,08

4
9,029 6,270 3,245 2,367 173

1,63

3
51 6 - 70,211

실시

기관
343 67 29 18 4,444 1,714 3,522 1,837 1,348 118 136 8 0 17 13,601

이행률 13.8 2.1 8.7 4.6 10.8 19.0 56.2 56.6 57.0 68.2 8.3 15.7 0 0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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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낮은 교육 이행율의 발생요인

○ 현행법상 교육실시 결과보고에 한 법적 점검 규정 부재

 30일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 보고사항에 해서만 규정

○ 교육 의무이행에 한 법적 강제조치 규정 부재

 교육 미 이행시 처벌이나 제제조치 불가능함.

○ 강사양성 규정 부재

 강사의 역량강화 및 양성을 위한 체계구축 및 예산확보 어려움.

<타 법정의무교육 사례 현황>

4. 향후 과제

가. 실적점검, 미이행 시 강제조치 및 강사양성 등 법률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주요사항

에 대한 법적개선 필요

나. 전산시스템의 기능 강화 필요

구분 4  폭력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 

상

초‧중‧고, 보육시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어린이집 소속 직원 및 

학생

관련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점검 

규정
<규정 있음>

<규정 있음>

- 법 제5조의2③
<규정 없음>

강제

조치 

규정

<규정 있음>

- 부진기관 1년차 관리자 특별교육

- 2년 이상 언론공표

<규정 있음>

- 법 제86조② :

미 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 없음>

강사

양성

규정

<규정 있음>

<규정 있음>

- 법 제5조의3③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기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강사 1명 이상 두어야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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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only 실적집계 시스템 → 사이버 교육, 우수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게시, 전문강사 교

육센터, 지역별･전문분야별 강사진 정보 제공 등 주요기능이 탑재된 전산시스템 구축

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의 구분과 협력 필요

○ 교육의 구분

 향후 각각 법률에서 정한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발굴과 관련 전문강사 양성 

필요 ⇒ 교육내용의 중복 해소, 각 교육의 정체성 강화

○ 교육의 협력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총괄 계획, 각 부처 역할 분배, 이행관리(보건복지부)

라. 교육의무대상의 확대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의료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및 사업장 등 

민간기관까지도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의료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

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 민간기관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 

기관에 한 추가 확  필요 

마. 장애인개발원 내 장애인직업재활 및 일자리와 연계한 강사진, 교재개발, 강의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필요

바. 교육수요 기관의 욕구에 부합하는 교육지원 필요

구분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

내용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

목적
사회적 인식개선

직장 내 편견 제거로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 조성 및 장애인근로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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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수요기관의 욕구에 부합하는 교육지원

가. 장애인식개선 교육대상 기관의 특성

○ 상기관 7만 여개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5만여 개소에 달함에 따라 유아에 적합

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보급과 전문 강사 투입이나 교사에 한 전문화된 교

육 필요

○ 6천3백여 개소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각 기관 사업에 한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 필요  

나. 그간 추진사업

○ 유아 상 우수강의안 공모전(’17.11.) → 최우수작 및 우수작에 하여 동 상 제작

(’18.8.)

다. 향후 추진방향 및 절차 

○ 맞춤형 강사 지원 : 수요기관 요청 → 해당 분야 전문강사 발굴 → 역량강화 교육 → 강

사지원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 수요기관 요청 → 수요기관 요청 반  교육프로그램 공동개

발 → 제공 및 보급

라. 2019년 주요 추진계획 

○ 한국보육진흥원 연계 ‘취약보육 담당 보육 교직원 맞춤형 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

무 교육’ 공동 협력

○ 한국관광공사 연계 ‘관광시설 운  담당자 등 관광분야 종사자 교육’ 공동 협력. 

끝.



∙ 391

< 토론 5 >

‘장애인인식개선 의무교육’ 법제도의 발전방향 

주정수 장애인아카데미 인권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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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 의무교육’ 법제도의 발전방향

주정수 장애인아카데미 인권강사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목적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더불

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의 확 를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즉,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사양성교육과정에 장애인을 우 한다고 공고하고서는 정작 시연과정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은 잣 로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합격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은 될지 모르지만 조건의 평등에

는 어긋나서 결과의 평등은 뻔한 것이라 생각한다. 중증장애인이 계속항의 하니까 뒤 늦게 모 

양성교육기관에 위촉하여 중증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한조로 하여 강의할 수 있는 강사양성교

육을 20개조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실시하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도 비장애인이 더 많이 기회가 주어지고 

장애인에게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인식개선을 하는 목적이 장애인의 일자

리제공일진데 시행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처사다.

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15조는 “모

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 있으며,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

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법조문을 찾아보더라도 장애인은 국민이 아니라는 조항은 없다. 그래서 장애

인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헌법 34조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강사양성교육을 한국고용공단이 독점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국가 법정의무교육이 4가지(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보

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로 증가했는데 법제도를 비교해보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과태료도 제일 적고 법조문도 열악하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교육 방법이 다섯 가지 형태[ 면교육 집합교육 원

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로 다양하여 많은 기업이 위촉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예전에  하던 인식개선교육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재의 ‘직장 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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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식개선교육’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

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인 사업주 포함)  -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 업장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

한다.

교육 시행 시기는 연중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때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한국법정 의무교육원의 4가지 의무 교육을 아래에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한국법정 의무교육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육 상: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

･교육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미이수시 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자세히 보기 ▶

❖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상: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

･교육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미이수시 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세히 보기 ▶

❖ 산업안전 보건교육

･교육 상: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

･교육시간:  매분기, 3~6시간 이상

･과태료: 미이수시 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세히 보기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상: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

･교육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미이수시 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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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교육법 제28조)

▶ 교육목적

사이버 범죄,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써개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 예방과 정보사회의 신뢰 붕괴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기본원칙,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합

니다.

▶ 교육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중요 조항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
는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 해당)

01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 상 확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 상을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

02

개인정보 보호범위 확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 상에 포함

03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사전 규제제도 신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04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 상 확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 조작,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녹음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0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기준 확
공공 민간 통일된 처리원칙과 기준 적용,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요건 확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0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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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교육평등법 13조)

▶ 교육목적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

에서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실시의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성희롱을 한 자에 한 징계 등 제재 조치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법 중요 조항

01
성희롱금지 (제 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1항)

0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13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0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게시의무 (제13조 제3항)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04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제14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 2항)

05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제14조 제4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06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제14조 제5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07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제14조 제6항)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파면 등 신분상실 해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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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 교육목적

근로자가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업장 산

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사무직, 판매직 : 매분기당 3시간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 매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중요 조항

②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③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④성과평가 등 금품 차별 지급
⑤교육훈련 기회 제한
⑥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또는 발생 방치
⑦그 밖의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 제2항)

08

비밀누설금지 (제14조 제7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
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09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 2 제1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3항)

10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14조의 2 제2항)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01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별표1의2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를 50인이상 고용한 사업,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고용한 사업, 공시금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

02

제15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의 5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시금액 1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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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교육목적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더불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의 확 를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 교육내용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한 이해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법 중요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제86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
･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

03

제16조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시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2015.01.01 시행)

04
제32조의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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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관련 어휘 국어사전 등재를 위한 토론회

주관 : 한국장애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토론회 시간표

 

사회 : 김근영 연구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좌장 : 염동문 교수 

(창신대학교) 

시간 내용 발표

2:00 개 회 사회자

2:05~ 인 사 말
양원태 대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2:10~ 패널소개 및 인사 좌장

2:20~ 발제  장애 관련 어휘 외면하는 표준국어대사전
윤삼호 소장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35~ 토론 1.  오랫동안 기다려 온 연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제안 
손홍일 교수

(대구대학교)

2:50~ 토론 2. 단어는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을 대변한다
방귀희 대표

(한국장애예술인협회)

3:05~ 토론 3. 새로운 변방을 위한 청언
김정훈 사무국장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3:20~ 토론 4. 국립국어원의 입장
최정도 학예사

(국립국어원)

3:40~ 질문과 답변 좌장

4:00~ 사진촬영 및 폐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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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관련 어휘에 무관심한 표준국어대사전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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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관련 어휘에 무관심한 표준국어대사전

- 당사자의 참여가 답이다!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만약 사람들이 어떤 상태를 현실이라고 정의하면, 그들의 논리적 귀결에 따라 그 상태가 현

실이 된다”고 했다. 이를 장애에 적용하면, 장애를 비극으로 보면 그에 따라 장애인은 비극적 

사건이나 환경의 희생자 취급받을 것이다. 이런 취급은 일상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에서도 변형되어 나타난다. 그 신, 장애를 사회적 억압으로 정의하면 장애인은 개인적 희

생자라기보다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는 이 사회의 집단적 희생자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럴 

경우 개인적 보상보다 억압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이 조정될 것이다. - Mike Oliver

Ⅰ. 서론

어휘는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하며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언어를 배우는 유아기부터 성인

에 이르기까지 국어 능력의 핵심 요소이다. 어휘 능력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4  언어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므로 국민의 언어생활에 토 가 되는 능력이다. 이런 어휘들은 그 

나라를 표하는 사전에 등재됨으로써 법률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공식 언어의 지위를 획득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 국가들과 달리 “국가언어(national language)”, 즉 “국어”를 

채택하고 있다. 즉, 국가가 관리하는 표준국어 사전(이하 ‘사전’)에 등재되어야 어휘로서 합

법성을 가진다. 장애 관련 어휘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장애 관련 법률과 서비

스가 크게 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속속 도입되고 장애인 스포츠가 활성화되는가 하면,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이 독립적인 학문 갈래로 자리 잡았다. 

우선, 법률의 경우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 관련 법률로는 처음 제정된 이후 지

금은 20건이 시행되고 있다.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특히 2005년 이후 장애 관련 법률이 집

중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이는 국내 장애운동의 성과로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참여가 

고양되던 시기와 겹친다. 이 같은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제도, 장애인 바우처, 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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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많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신설 또는 확 되었다. 아울러 1981년 5

개에서 시작한 법정 장애유형이 지금은 15개로 확 되었다.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장애인의 편리한 삶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기들이 개발

되었다. 예전부터 장애인들이 사용하던 휠체어, 목발, 보청기, 흰지팡이, 의수족 같은 보조기

기들은 이제 로-테크(low-tech)에 속하고 점자 단말기, 스크린 리더, 화면확 기, 골전도 보

청기, 사물인터넷 연계 보조기기 등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하이-테크(high-tech) 제품

들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어 있다. 또 지난 평창 패럴림픽에서 보았듯이 비장애인들이 잘 모르

는 생소한 장애인 스포츠와 장비들이 무수하다.

한편, 1980년 부터 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장애를 인간의 손상 측면(의료모형)이 아니

라 환경 측면(사회모형)에서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인 장애학이 등장했다. 이와 같은 사회과학

이 등장하면서 장애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개념어들이 

생성되었다.  

장애 관련 법률명 제정 비고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1977 舊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1981 舊심신장애자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
舊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995 舊정신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2005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00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지원법률 2007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0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 비준된 국제조약

장애인연금법 2010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15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5

한국수화언어법 2015

점자법 2017

<표 1> 장애 관련 법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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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이 같은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그리고 국내에

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장애 관련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다. 하지만 장애인정책모니터

링센터가 조사한 결과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장애 관련 어휘 중 상당수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등재된 어휘들조차 뜻풀이가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장애 관련 어휘

들이 언중의 입으로 통용되고는 있지만, 공식 언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어에 관한 법률 「국어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는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

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항은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 이 같은 법률 규정이 과연 장애 관련 어휘에도 제 로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Ⅱ. 조사 방법

1. 조사대상 어휘 선정

내부 기획회의(3차례), 외부자문(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

아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을 통해 조사 상 장애 관련 어휘를 사전에 선정하 다. 어

휘는 두 가지 형태로 선전하 는데, 하나는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100개)를 선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뜻풀이가 부적절한 어휘

(30개)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2. 언론 노출 빈도 조사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들의 구체적인 사용 횟수를 확인하기 위해 10  중앙 일간지(경

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

문, 한국일보)를 말뭉치(코퍼스)로 삼아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보도된 

기사를 전수조사하 다. 담당 조사원이 신문스크랩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아이서퍼

(www.eyesurfer.com)에 접속하여 해당 어휘를 입력한 다음, 노출 빈도를 하나하나 계산하

는 방식으로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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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조사

기획회의와 외부자문을 통해 사전에 이미 등재되어 있지만, 뜻풀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어휘들을 사전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표로 정리한 다음 문제점을 지적하 다.

Ⅲ. 장애 관련 어휘 표준국어대사전 등재현황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장애 관련 어휘들을 ‘장애유형관련 어휘’, ‘서비스 기관 및 종류 관련 

어휘’, ‘보조공학 및 이동권 관련 어휘’, ‘장애관련 주요 법률 및 법률 용어’, ‘장애인 스포츠 

관련 어휘’, ‘기타 어휘’ 등으로 유형화하 다. 그리고 각 어휘들이 다른 사전이나 법률에서 

어떻게 뜻풀이 또는 정의하는지도 살펴보았다.

1. 장애유형관련 어휘

(1) 법정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유형을 크게 ‘신체적 장애’과 ‘정신적 장애’로 분류한다. ‘신체적 장

애’는 다시 ‘외부신체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와 ‘내부신체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나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3가지 유형이 있다.  

<표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분류 

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장애

지체장애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 장애, 시야 결손 장애 

청각장애 청력 장애, 평형 기능 장애

언어장애 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 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신체 

장애

신장장애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 

간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 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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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5가지 법정 장애유형 중 사전에 등재된 것은 ‘언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3개뿐

이고 12개는 등재되지 않았다. <표 3>에서 보듯이, 사전에 미등재된 법정 장애유형 관련 어

휘가 지난 1년 동안 10  중앙일간지에 노출된 빈도는 ‘시각장애’ 2,235회, ‘청각장애’ 866

회, ‘지체장애’ 471회, ‘뇌병변장애’ 83회, ‘자폐성장애’ 82회. ‘신장장애’ 25회, ‘뇌전증장

애’ 9회, ‘안면장애’ 7회, ‘간 장애’ 3회, ‘심장장애’ 2회, ‘호흡기장애’ 2회, ‘장루･요루장애’ 

0회 순이다. 언론 노출 빈도가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법정 장애유형인만큼 모두 

사전에 등재해야 할 것이다.

<표 3> 사전 미등재된 법정 장애유형 관련 어휘의 10대 일간지 노출 빈도

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어휘
노출

빈도
다른 문헌의 뜻풀이 또는 정의

시각장애 2,235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

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각계의 손상에 의하여 시 기능에 제한이 있는 장애이다. 시력, 시야의 제한 정도에 따라 

맹과 저시력으로 구분된다. (특수교육학 용어사전1),2009)

청각장애 866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

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외이로부터 뇌에서 소리를 이해하기까지의 청각 경로에 장애를 입어 주로 듣기가 어려운 

장애이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지체장애 471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

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골격･근육･신경 계통의 질환, 손상, 기능 및 발달 이상으로 신체의 이동과 움직임 등에 상

당히 제한이 있는 장애이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뇌병변장애 83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

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자폐성장애 82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

람(장애인복지법)

신장장애 25
신장의 기능부전(機能不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뇌전증장애 9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안면장애 7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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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할 점은, 사전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는 없지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

인’, ‘지체장애인’은 등재되어 있다. 장애와 사람 둘 다 사전에 등재하면 최상이겠지만, 둘 중 

하나만 등재할 경우에는 사람보다 장애를 등재하여 뜻풀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장애유

형을 전문용어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유형 뒤에 

접미사 “인(人)”만 붙이면 의미가 정확하게 통할 것이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상 15개 법정 장애유형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장애

유형들도 사전에 부분 등재되어 있지 않다. <표 4>에서 보듯이, 사전에 미등재된 비-법정 

장애유형 관련 어휘가 지난 1년 동안 10  중앙일간지에 노출된 빈도는 ‘발달장애’ 1,800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205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96회, ‘척수장애’ 73회, ‘행동장애’ 

62회, ‘학습장애’ 34회, ‘하지장애’ 34회, ‘절단장애’ 33회, ‘상지장애’ 26회, ‘양극성장애’ 

26회, ‘저신장장애’ 8회, ‘내부장애’ 2회 순이다. 

<표 4> 사전에 미등재된 비-법정 장애유형 관련 어휘의 10대 일간지 노출 빈도

1)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11

어휘
노출

빈도
다른 문헌의 뜻풀이 또는 정의

간 장애 3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심장장애 2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

인복지법)

호흡기장애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장애인복지법)

장루･요루

장애
0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어휘
노출

빈도
다른 문헌의 뜻풀이 또는 정의

발달장애(인) 1800

◾같은 또래에 비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우리

말샘2))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일탈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심

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특수교육학 용어사전)

◾“발달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

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

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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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3)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Blue Fish, 2009. 8
4) Doopedia,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5)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2009. 12

어휘
노출

빈도
다른 문헌의 뜻풀이 또는 정의

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상후스트레

스장애
205

◾보통의 인간 경험을 벗어난 심리적인 외상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증상들. 지속적

인 외상 사건의 재 경험, 외상과 연관된 자극에 한 지속적 회피 및 주위 자극에 한 일반

적 반응의 둔화,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는 자율 신경계 및 인지 기능 이상, 울적함 따위가 증

상으로 나타난다.(우리말샘) 

◾한 번 경험한 또는 반복되는 치명적인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속적으로 불안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치명적인 사건이란 인간 경험의 정상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폭력 장면의 목격, 

친족의 죽음, 성폭력 및 아동학  등을 포함한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96

◾주의 산만, 과다 활동,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소아 청소년기의 정신과적 장애. 이 장

애는 남자에게서 많이 발생되며, 주로 어릴 때 발생하나 성장하면서 많이 줄어들지만 성인

이 된 후에도 이 장애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우리말샘)

 

◾동등한 발달 수준에 있는 아동에 비하여 주의력과 과잉 행동의 정도가 심하게 일탈되며 그

러한 정도가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킬 때 내려지는 진단명이다.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척수장애 73
척추뼈의 골절ㆍ탈구 따위로 척수가 손상되는 일. 손상 부위 아래의 마비, 지각 장애, 방광ㆍ

직장 장애 따위의 증상이 나타난다.(우리말샘) 

행동장애 62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나 연령에 적절한 사회적인 규준이나 법을 침해하는, 반복적이고 지속

적인 행동을 보이는 정신 질환.(우리말샘) 

◾유년기나 청년시절에 분명하게 나타나며, 타인의 권리에 한 계속적이고 반복된 침해, 혹

은 연령에 걸맞은 규범(norms)과 사회적 규율의 위반으로 특징지어지는 부적합한 행동유

형. (사회복지학 사전3))

학습장애 34

◾정신적으로 모두 정상이지만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 읽기, 쓰기, 계산 따위에 어려움이 있

는 상태.(우리말샘)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듣기, 말하기, 주의 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

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을 나타내는 장애이다.(특수

교육학 용어사전)

하지장애 34

절단장애 33 질병, 외상, 유전에 의해 팔･다리의 일부를 상실한 상태이다.(두산백과4))

상지장애 26

양극성장애 26 조증과 우울 또는 울증 상태가 반복적인 기분장애이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저신장장애 8

내부장애 2

내부장애란 인간의 몸속에 있는 각종 장기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말한다.(장애인복지용어 핸드

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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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 장애유형이라도 언론 노출 빈도가 높고 언중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형

이라면 사전에 등재하여 국민들이 장애유형과 장애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2. 서비스 기관 및 종류 관련 어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서비스 종류와 관련된 어휘 역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표 5>에서 보듯이, 사전에 미등재된 서비스 기관 및 종류 관

련 어휘가 지난 1년 동안 10  중앙일간지에 노출된 빈도는 ‘복지관’ 1,709회, ‘활동지원’ 

815회, ‘바우처’ 541회, ‘활동보조’ 276회, ‘장애등급’ 250회, ‘직업재활’ 187회, ‘수화(수

어)통역’ 169회, ‘자립생활’ 132회, ‘장애유형’ 98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93회, ‘탈시설’ 

90회, ‘화면해설’ 76회, ‘장애인거주시설’ 45회, ‘보완 체의사소통’ 18회 순이다.

<표 5> 사전에 미등재된 서비스 기관 및 종류 관련 어휘의 10대 일간지 노출 빈도

어휘
노출

빈도
다른 문헌의 뜻풀이 또는 정의

복지관 1,709

◾ 지역의 사회 복지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우리말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

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활동지원 8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장애

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바우처 541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

용을 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 보증서.(우리말샘) 

◾서비스 이용권의 일종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하여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

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장애인복지

용어 핸드북)

활동보조 276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등급 250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직업재활 187

◾직업 능력이나 기술이 있는 장애인이 이러한 능력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에 복

귀하도록 도와주는 훈련 프로그램.(우리말샘) 

◾장애인들의 직업적인 능력을 최 한 개발하여 직업상담, 평가, 직업훈련, 정치활동 등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완전한 사회복귀와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돕는 과정을 의미(장애인복

지용어 핸드북)

◾직업 재활에는 직업 상담, 직업 평가, 직업 재활 계획서 작성,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직종 개발, 직업 배치, 보호 고용, 지원 고용, 사후 지도 등이 포함된다.(특수교육학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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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어휘들 중 ‘복지관’의 경우 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는 어휘인데도 여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까닭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수어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뒤 ‘수화통역(사)’란 말이 일반

어휘
노출

빈도
다른 문헌의 뜻풀이 또는 정의

수화(수어)

통역
169

◾수화통역사: 수화를 모르는 사람에게 뜻이 통하도록 말을 옮겨 주는 사람. 또는 청각 장

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에게 수화를 통하여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우리말샘)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수화언어법)

자립생활 132

◾노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중도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를 실

현하고 주체적으로 사회 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우리말샘)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생활 전반에 한 통제력을 기

반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장애유형 98

장애를 그 정도와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

육법」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 지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93

운전자가 보행상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승차시키기 위한 자동차(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부착)만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탈시설(화) 90

◾수용 시설 또는 병원의 입원 중심의 치료를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및 사회 

복귀 시설에서 제공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우리말샘)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역 사회에 거주하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화면해설

(방송)
76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해설자가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방송. 장면의 전

환,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사 없이 처리되는 영상 따위를 음성으로 설명한다.(우

리말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청지원 기술인 화면해설서비스(DVS)는 TV프로그램, 영화, 비디오 

및 기타 시각 중매체에서 시각장애인이 지나치는 행동, 의상, 몸짓 및 기타 장면의 상

황변화 요소들을 음성으로 낭독해주고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하여, 시각장애인이 시각매

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장애인거주

시설
45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

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

보호작업장 43

◾중증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작업 시설. 중증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와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우리말샘)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보호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개별화된 재활계획

서에 따라 직업적응훈련, 직업상담, 직업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하나이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통제된 작업환경과 개별적 취업목표를 가진 작업 지향적 재활시설로서, 장애인들이 정상

적인 생활과 생산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작업경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생산량에 따라 정규적인 보수를 

제공해 준다.(사회복지학 사전)

보완 체의사

소통
18

독립적으로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언어능

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구어) 이외의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말한다.(특수

교육학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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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 ‘자립생활’의 경우는 일반 언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어휘일지 몰라도 장애 당사자라

면 부분 알고 있는 어휘인데도 등재되지 않고 있다. ‘언어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학

교생활’처럼 ‘자립생활‘도 사전에 등재되어야 한다. 

3. 보조공학 및 이동권 관련 어휘

2000년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향으로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과 이동권과 관련된 어휘들이 많이 생성되었지만, 아직 이런 어휘들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고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사전에 미등재된 보조공학 및 이동권 관련 어휘가 지난 1년 동안 

10  중앙일간지에 노출된 빈도는 ‘편의시설’ 2,405회, ‘스크린도어(안전문)’ 339회, ‘무장

애’ 279회, ‘이동권’ 265회, ‘저상버스’ 226회, ‘전동휠체어’ 169회, ‘유니버설 디자인’ 93

회, ‘보조공학’ 47회, ‘수동휠체어’ 36회, ‘흰지팡이’ 22회 순이다.

<표 5> 사전에 미등재된 보조공학 및 이동권 관련 어휘의 10대 일간지 노출 빈도

어휘
노출

빈도
다른 문헌의 뜻풀이 또는 정의

편의시설 2,405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건축물, 교통수단, 도

로, 정보통신망 등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이다.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스크린도어(안

전문)
339

◾승강장과 전동차가 다니는 선로 사이를 차단하는 문. 전동차가 정차를 하면 전동차 문과 

함께 열린다. 평상시에는 막혀 있기 때문에 승객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

고, 전동차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 및 먼지 따위를 줄일 수도 있다.(우리말샘)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도시철도건설규칙)

무장애 279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두산백과)

이동권 265

◾이동할 수 있는 권리.(우리말샘)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

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

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저상버스 226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버스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을 

설치한 버스.(우리말샘)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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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스크린도어(안전문)’, ‘무장애’, ‘저상버스’, ‘전동휠체어’, ‘유니버설 디자인’, 

‘흰지팡이’ 등은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는 어휘다. 빠른 시

일 안으로 모두 사전에 등재되어야 한다.

4. 장애 관련 주요 법률 및 법률 용어

<표 6>에서 보듯이, 사전에 미등재된 장애 관련 법률 및 법률 용어 관련 어휘가 지난 1년 

동안 10  중앙일간지에 노출된 빈도는 ‘통합교육’ 363회, ‘특수교사’ 213회, ‘장애인복지’ 

208회, ‘장애인의 날’ 185회, ‘장애인차별금지법’ 115회, ‘장애인의무고용(제도)’ 81회, ‘장

애인복지법’ 71회, ‘장애학생지원센터’ 54회, ‘장애수당’ 31회, ‘장애인고용부담금’ 24회, 

‘장애인권리협약’ 18회 순이다. 

<표 6> 사전에 미등재된 장애 관련 주요 법률 용어의 10대 일간지 노출 빈도

어휘
노출

빈도
다른 문헌의 뜻풀이 또는 정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

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전동휠체어 169

◾전기로 작동하는 휠체어.(우리말샘) 

◾환자 등을 실내 또는 인도를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식품의약품 안

전처)

유니버설 

디자인
93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두산백과)

보조공학 47

◾노인이나 장애인이 겪는 신체적 불편함을 줄여 주고 재활을 돕는 데 사용하는 기기나 기

술 따위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학문.(우리말샘) 

◾장애인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공학 기기, 보조공학 서비스, 그리고 그

와 관련한 학문 분야 등을 의미한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수동휠체어 36

신체상의 기능장애로 보행이 곤란한 장애인이 사용하여 그 행동범위를 확 하기 위한 보장

구로서 좌석과 큰 차바퀴와 작은 차바퀴로 되어 있다. 손으로 차바퀴를 움직이는 수동식 

휠체어가 있다.(사회복지학 사전)

흰지팡이 22
시각 장애인이 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팡이이다. 손잡이(grip)와 자루(shaft) 그리고 바

닥 부분인 팁(tip)으로 구성되어 있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어휘
노출

빈도
다른 문헌의 뜻풀이 또는 정의

통합교육 363

◾장애를 가진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한 반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체제.(우

리말샘)

◾특수교육 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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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노출

빈도
다른 문헌의 뜻풀이 또는 정의

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한 특

수교육법)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혹은 일반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 없이 상호 협조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환경(상담학 사전6))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미있는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강조하는 것이다.(장애인복지용어 핸

드북)

특수교사 21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 상

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을 위하여 소정의 교원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한 임용 절차에 

따라 임용된 교사이다. 특수교육 교원, 특수학교 교사,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사 등으로

도 불린다.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심신의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그들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핵심

적인 재활전문인력이다. (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장애인복지 208

◾모든 국민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취업, 의료, 교육 등의 복지 서비스

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과 생활 안정을 도우려는 복지.(우리말샘)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능한 자원을 

연결하는 제 활동(프로그램 등)과 그들이 사회에 통합되는데 장애가 되는 제반 환경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일로 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수용과 강한 재활동기를 조성해주고 전인재

활을 위한 치료,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 부모에게는 장애인자녀를 수용하고 

지원하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사회복지학 사전)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

적으로 동등한 우를 받도록 하며, 삶의 질적 향상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및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실제적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장애인을 위한 정

책, 제도, 서비스, 운동 등의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이라는 특정 인구를 상으

로 하는 사회적 지원책을 말한다.(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장애인의 날 185

◾장애인의 지위를 향상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정한 기념일. 4월 20일이다.(우리말샘)

 

◾장애인에 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장애인복

지법)

장애인차별

금지법
115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그러한 차별과 관련된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킴

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권을 실현하려는 법.(우리말

샘) 

◾2007년 4월 10일에 제정된 법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

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

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

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에 한 차별행위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

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로 정의된다. 또한, 장애의 개념, 차별행위의 

범위, 차별금지 영역, 장애여성에 한 차별금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 손해배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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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이나 ‘특수교사’ 같은 장애인 교육 관련 어휘는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많은 언중

이 알고 있고 또 평소 사용하는 어휘들이다. ‘특수교사’의 경우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한

자의 뜻풀이가 완전히 다르다. (특수교사 : 자기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 

6) 김춘경, 「상담학 사전」, 학지사, 2016. 1
7)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www.pmg.co.kr 

어휘
노출

빈도
다른 문헌의 뜻풀이 또는 정의

입증책임, 법원의 구제조치,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한 처벌 등이 있다.(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장애인의무고용

(제도)
81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

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장애인 고

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우리말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시사상식사전7))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

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71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

히 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말샘) 

장애학생지원센

터
54

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

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장애수당 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부담

금
24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

히 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말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연  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

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 간에 평등

하게 조정함은 물론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주의 공동 갹출금 성격

의 부담금을 말한다. (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장애인권리협약 18

UN이 8번째로 채택한 인권협약으로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

치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

하게 향유하도록 촉진, 보호, 완성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장애인의 인권 구현을 위한 국제

적 성과, 장애인의 권리보상이 국가의 의무임을 국제사회가 강조한다는 점, 협약을 완성하

는 과정에서 협약의 상자이자 주체인 장애인 당사자와 협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각 

당사국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정부와 장애인 간의 의견

치를 줄이고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되었다.(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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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게 하는 일) 또 ‘아동복지’와 ‘노인복지’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가 

아직 등재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장애인의 날’의 경우도 ‘어버이날’, ‘어린이

날’처럼 사전에 등재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협약’ 같은 표

적인 장애 관련 법률도 사전에 등재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은 이미 등재

되어 있다.

5. 장애인 스포츠 관련 어휘

장애인 스포츠 관련 어휘들이 지난 1년 동안 10  일간지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조사하

지는 않았다. 다만, 평창 패럴림픽, 아시안게임 장애인경기 회가 연이어 열리면서 장애인 스

포츠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국민생활체육회가 발간한 <스포츠백과>에 수록된 장애

인 스포츠 경기종목을 이 절에서 간단하게 소개한다.

<표 7> 장애인 스포츠 관련 어휘와 설명

어휘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발간한 <스포츠 백과8)>의 설명 

장애인 육상

장애를 가진 선수가 육상의 트랙 경기와 필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형하여 적용한 

스포츠를 말한다.  트랙 경기인 100m, 200m, 400m, 800m, 1,500m, 10km 단축마라톤

이 있으며, 필드 경기로는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멀리뛰기, 제자리멀

리뛰기, 멀리던지기, 정확히 던지기, 곤봉던지기가 있다.

장애인 축구

장애인축구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팀 간에 축구 경기를 벌이는 것으로 일반 축구의 룰을 그 로 

적용한다. 경기 방식에 있어서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 시각 장애인별로 종목을 나누고 있다. 지적장애인 종목은 출전 선수를 11명

으로 구성하며 뇌성마비 종목은 팀당 7명, 시각장애인 축구 종목은 팀당 5명으로 구성해 행해

지고 있다.

휠체어 농구

휠체어 농구는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농구 경기를 

행하는 스포츠이다. 각 팀 5명씩 구성하여 경기를 펼치며 상 편 바스켓에 볼을 던져 골인 시

키면 득점한다.

좌식 배구

하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배구를 즐길 수 있도록 변형시킨 장애인 스포츠로, 앉아

서 배구를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좌식배구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네트의 높이가 일반 배구

에 비해 훨씬 낮게 조정되었으며 부분 일반 배구와 동일한 룰을 적용하나 약간의 차이가 존

재한다.

휠체어 럭비

휠체어 럭비는 하지마비 중증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로 휠체어농구와 아이스하키, 럭비의 특성

을 조합하여 만든 종목이다. 중증 장애인들은 장애인 스포츠에서도 소외되어왔던 것이 사실이

다. 이들을 위해 고안된 휠체어럭비는 재활운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격렬하고도 스릴 있는 운동

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았다. 휠체어럭비를 통해 심폐지구력 향상, 근력 

강화, 기초적인 체력을 유지, 증진함으로써 일상생활 동작의 개선과 운동으로 인해 사회생활의 

복귀 및 자신감 등을 얻을 수 있으며, 단순한 반복이 아닌 적극적인 활동으로 성취감과 경쟁 등

을 체험할 수가 있다.

장애인 탁구

장애인이 임할 수 있도록 경기 규정을 변형한 탁구 경기를 말한다. 장애인탁구에는 척수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뇌성마비는 통합하여 경기에 참가하되 기능별로 분류하여 10등급으로 구분

되는데 1-5등급까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등급이고 6-10등급까지는 입식등급이다. 경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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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발간한 <스포츠 백과8)>의 설명 

목은 개인전과 단체전(4단1복식)이 있고 경기 방법은 조별 리그전 또는 토너먼트방식으로 실

시한다. 탁구경기는 국제탁구경기연맹(ITTF)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서비스 규칙은 국제 장애

인탁구연맹(ITTC)규정에 의한다. 

장애인 배드민턴

배드민턴 경기는 한배드민턴협회 경기규정과 동일하다. '96전국체전 때부터 정식정목으로 

채택된 배드민턴 경기는 탁구 경기와 더불어 장애인들이 가장 접하기 쉽고 선호하는 종목이다. 

장애인 올림픽 회에서는 정식 정목으로 실시되지는 않지만 아･태 장애인 경기 회는 정식정

목으로 채택되어 개최되고 있다. 

휠체어 테니스

휠체어테니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며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스

포츠이다. 부분의 규칙은 일반 테니스와 동일하나 이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약화된 규정

이 포함되어 있고 휠체어의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장애인 볼링

장애인볼링은 장애인들이 임하는 볼링 경기를 일컫는다. 장애 구분은 휠체어 장애, 절단 및 기

타장애(입식), 시각장애, 청각장애로 분류되며 각각 통합 등급으로 진행된다. 각 종목별 예선

전(3게임×2인) 복식 2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결승 진출 팀을 선발한다. 휠체어는 장애등급 

1~3급까지만 허용하며, 3급이라 할지라도 입식으로 경기를 한다면 허용한다. 입식부는 장애 

등급 4급 이상으로 하며, 휠체어부로 갈 수 없다. 전 종목은 일반 경기 방법과 동일하다. 파울 

라인을 넘어가서 신호가 울리면, F로 처리한다. 전 종목별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마지막 게

임에서 높은 점수를 낸 팀이 이긴 것으로 한다.  

골볼

골볼은 1946년 실명한 퇴역 군인들의 재활을 위하여 고안된 장애인용 스포츠로, 소리가 발생

되는 공을 이용하여 상 팀 골 에 볼을 넣는 경기이다. 선수는 촉각을 이용하여 경기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경기장 라인에는 실이 들어 있어 촉각으로 이를 감지할 수 있

다. 계속되는 빠른 공수전환으로 인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

게 가장 비중있는 엘리트 스포츠일 뿐 아니라 재활의 목적, 생활 스포츠로써도 매우 중요하다. 

론볼

론볼은 잔디 경기장에서 볼을 굴려가며 행해지는 스포츠로, 장애인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정적인 경기이다. 론볼(Lawn Bowling)이라는 명칭은 잔디에서 볼을 굴린다는 의미에서 지어

진 이름이다. 표적이 되는 공인 '잭'을 먼저 굴려놓고 공을 근접시켜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공이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서 휜 경로로 굴러가게 된다. 

보치아

표적구와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 표적구를 먼저 던져놓고 적색공과 청색

공을 규칙에 의해 모두 던진 후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숫자가 점수가 되며 규칙에 의한 엔드 후 

이 점수의 합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공을 던지거나 굴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하며, 

공을 잡거나 던지기가 불가능할 경우 홈통을 이용하여 굴려서 경기할 수도 있다. 

페탕크

페탕크는 목제 공(비트)을 던져두고 금속 공을 목제 공에 가까이 두도록 던져 우열을 가리는 경

기로 장애인이나 실버 종목으로 각광받는 스포츠이다. 양 팀이 각각 1구씩 던진 뒤 어느 쪽 볼

이 비트에 가까운가를 확인한다. 이 때 비트에 가까운 쪽에 점수를 준다. 득점하지 못한 팀은 

본인 팀의 볼이 가장 가까워질 때까지 던져야 한다. 득점을 합산해가면서 경기를 지속하여 양

팀 모두 볼을 다 던지고 난 후를 1세트로 하며 득점을 계산한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몇 회를 

진행해 13점을 선취한 팀이 승자가 된다. 

장애인 수영

장애인이 수영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일반 수영 경기 규칙을 변형하여 실시하는 스포츠를 말

한다.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영법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풀 사이드, 출발 , 물속에서 출발이 가능하다. 물속에서 출발 시 반드시 한 손이 출발신호 전

까지 벽에 닿아 있어야 하고 벽을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코치의 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선수의 

손을 밀어주는 것은 금지된다. 시각장애 선수의 경우 출발 후, 턴 후, 또는 다른 선수에 의해 실

수로 다른 레인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심판의 재량으로 경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시각장애 선수들은 터닝과 터치 시 벽면에 닿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심판 또는 코치가 머

리나 등을 두드릴 수 있고, 출발 시 청력손상 선수를 위해 신호총과 함께 깃발을 사용할 수 있

다. 



2018 장애정책박람회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과제

418 ∙

어휘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발간한 <스포츠 백과8)>의 설명 

장애인 조정

조정 경기를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 방식과 용구를 정비한 것으로 2008년 베이징장

애인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장애인조정의 경기 종목은 지체 및 시각장애가 함

께 참여하는 남녀혼성종목(4+, 2+)과 지체장애 남녀개인종목(×1)으로 구분되며 장애인경기

종목 중 유일하게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한 팀을 이루어 치루는 종목이다.

장애인 요트

장애인요트는 장애인들이 요트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에 맞는 보조 장치 등을 이용

하여 개량한 해양스포츠이다. 척수 장애인, 절단 및 기타 장애인, 시각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훈련을 받게 되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도 하다. 

장애인 유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부문은 남녀 각각 7체급에서 실시되는데 시각과 청각을 손상한 선수들에

게 약간의 배려사항이 있다. 경기는 주심이 양 선수를 파지(Holding) 위치에 세우고 선수가 '

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시작(Hajime)'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후 시작된다. 주심은 경기를 

잠시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쳐(Matta)'를 명할 수 있고, 속개하기 위하여 손뼉을 치면 선수는 

주심 앞으로 나아간 후 파지위치에 서게 하고 규칙에 따라 경기를 속개한다. 감독은 선수를 매

트까지 안내하고, 부심은 경기 개시지점까지 인도하며 선수의 허리에 해당 띠를 매어준다. 경

기 종료시 경기 결과가 선언된 후 부심은 선수를 안전지  바깥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감독

은 선수를 인도하여 경기지역에서 벗어난다. 경기 종료 1분 30초 전에 계시원은 청각적 수단

을 동원하여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하며 경기 종료를 알릴 때도 청각적 수단을 이용한다. 

장애인 역도

장애인역도경기는 시각 장애, 지적 장애, 청각 장애의 파워리프팅 경기방식 즉, 스쿼트, 벤치

프레스, 데드리프트 형태의 경기방식으로 실시하며, 각각 성공된 중량의 합계를 각 선수의 기

록으로 인정하며 남자 11체급으로 구성된다. 척수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뇌성마비 경기는 벤

치프레스만 실시하는데 남녀 각 10체급이다. 

장애인 사격

장애인사격은 척수 장애인과 절단 및 기타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사격 경기로서 장애인올림픽 

정식종목이다. 공기소총 경기의 '서서 쏴' 자세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제거된 형태의 휠체어에

서 양손으로 소총을 지지하고, 소총을 받쳐주는 손의 팔꿈치는 몸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사격을 

행하는 것이다. 엎드려 쏴는 휠체어에 앉아 팔걸이를 이용하여 사격 테이블을 부착하고 양팔을 

멜빵에 의지하여 테이블 위에 놓고 사격을 하되, 양 팔꿈치가 테이블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떨

어지지 않아야 하는 자세를 말한다. 

장애인 양궁

장애인양궁 경기는 휠체어 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칙이 일반 양궁과 동일하며 장애인스포츠 종

목 중 유일하게 일반 규정과 동일하여 경쟁이 가능한 종목이다. 장애인양궁 경기는 3등급으로 

구분되어 실시하는데 경추를 다친 중증 장애인 부문은 ARW1 등급, 휠체어를 사용하는 모든 

장애인 부문은 ARW2 등급, 또 서서 쏠 수 있는 ARST등급으로 구분된다. 일반 양궁과 마찬

가지로 70M 타깃에서만 경기하는 올림픽 라운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올림픽 라운드 방식

은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순위를 우선 결정한 뒤 64강, 32강, 16강의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

가 진행되는 것이다. 

휠체어 댄스

휠체어댄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펼치는 댄스스포츠로 장애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즐거운 음악에 맞춰 실내에서 남녀가 함께 커플을 이루어 추는 댄스이며, 휠체어부

분 Class 1, 2와 듀오 댄스로 나뉜다. 

휠체어 펜싱

펜싱경기는 국제펜싱연맹(FIE) 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휠체어선수를 위한 약간의 수정 조항이 

적용된다. 참가 선수는 척수 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로 2등급에서 4등급 선수로 구분하여 경

기를 실시한다. 휠체어펜싱은 일반적인 펜싱 경기장에서 시합을 할 수 있으나 일반 선수들이 

시합하는 경기  위에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프레임을 설치해야 한다. 프레임 위에 휠체어

를 고정할 때 리치가 짧은 선수에게 거리를 결정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으며 서로에게 유리하

기 위하여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심판이 중재한다. 선수간의 적정 거리는 플뢰레와 사브르의 

경우, 팔 길이가 긴 선수가 휠체어에 똑바로 앉아 검을 쥐고 있는 팔을 위로 들어 올려 팔꿈치

를 90도 각도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  선수는 검을 뻗어 검 끝이 들어 올려진 팔꿈치의 안쪽 

내각에 닿는 것을 적정 거리로 한다. 

솔로 사이클
각종 장애를 가진 선수가 참여할 수 있는 사이클 종목으로, 해당 선수 혼자만 탑승하는 사이클

을 이용하여 경기에 임한다. 타임 레이스와 도로 경기 방식으로 진행되며 솔로 사이클 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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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어휘

<표 8>에서 보듯이, 사전에 미등재된 기타 장애 관련 어휘가 지난 1년 동안 10  중앙일간

지에 노출된 빈도는 ‘스페셜올림픽’ 109회, ‘저체중아’ 73회이다. 

<표 8> 사전에 미등재된 기타 어휘의 10대 일간지 노출 빈도

8)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스포츠 백과」, 2008. 12

어휘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발간한 <스포츠 백과8)>의 설명 

참가할 수 있는 장애의 기준은 뇌성마비, 절단 및 기타 장애인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장애별로 각

각 경기 거리에 차이가 있다.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의 경기에서는 핸드사이클 등이 사용된다. 

탠덤 사이클

탠덤 사이클 경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인용 자전거에 동승하여 앞좌석에는 비장애인 선수

가, 뒷좌석에는 시각장애인이 타고 치르는 경기로써 각각의 역할을 맡은 두 사람의 협동이 얼

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된다. 

장애인 스키 노르딕

노르딕스키 장애인 종목은 거리별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종목으로 나뉘며 장애인이 경기

에 임할 수 있도록 일부 규칙과 특수한 용구를 적용한 경기이다. 노르딕스키는 시트스키와 스

탠딩 등급의 지체장애인, 또는 시각 가이드가 함께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장

애인 동계올림픽에서는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종목이 시행되고 있으며 남녀 모두 참여할 

수 있고 크로스컨트리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종목, 바이애슬론 종목, 팀 릴레이 종목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바이애슬론

바이애스론은 크로스컨트리와 사격 종목이 혼합된 형태의 경기로, 트랙은 2개의 코스로 나누

어지며 한 코스에 2.5Km이다. 경기장 총 길이는 7.5Km이다. 바이애슬론은 자유기술로 경기

가 실시된다. 사격 거리는 10m이며, 소총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인다. 경기자는 

보조자에 의해 탄환의 장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표적은 흰색이며 직경은 100mm, 총기는 경

기 진행 후 발사 위치에 두어야 한다. 사격은 매 발사 위치에서 5회 발사하며, 실수할 경우에는 

벌점으로 경기 전체 시간 기록에 1분이 더해진다. 

장애인 스키 알파인

장애인을 위한 스키 알파인 경기는 장애인들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비하고 특별한 

용구를 이용하여 행하는 스키 알파인 경기이다. 일반 스키 알파인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전, 활

강, 회전, 수퍼 회전 종목으로 나뉘며 각각 입식(standing), 좌식(sitting), 시각장애

(blind)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한다. 

휠체어 컬링

휠체어컬링은 동계스포츠 인기 종목인 '컬링'을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정비하여 만든 스

포츠이다. 팀의 구성 등에 한 주요 사항은 일반 컬링과 동소이한 규칙으로 적용되고 있으

나 휠체어와 관련된 부분이 규칙에 포함되어 있다. 즉, 휠체어가 호그 라인을 기준으로 후방에 

위치하여 투구하여야 하며 투구 시 보조기구(익스텐더 큐)를 사용할 수 있다. 투구 시 팀원 중 

1명이 휠체어를 고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게임은 8엔드로 구성되고 한 팀은 스킵, 서드, 

세컨드, 그리고 리드로 불리는 4명의 선수와 후보로 구성된다. 각 선수에게는 각각의 독특한 

임무와 기술이 요구된다. 

장애인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와 마찬가지로 빙판 위에서 양 팀이 골을 넣는 경기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스케이

트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는 신에 썰매를 타고 임하는 스포츠이다. 

어휘
노출

빈도 
다른 문헌의 뜻풀이 또는 정의

스페셜올림픽 109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 형태의 체육 회. 케네디 통령의 여동생이자 

사회 운동가였던 슈라이버에 의해 1968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도전하는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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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올림픽’의 경우 몇 해 전 우리나라에도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저체중아’는 ‘조산아’나 ‘미숙아’를 체하는 국제 표준어이자 정치적 올

바름을 표현하는 어휘다. 그런데 우리 사전에는 ‘조산아’와 ‘미숙아’는 등재되어 있으면서 ‘저

체중아’는 누락되어 있다.

 

Ⅳ. 기존에 등재된 어휘의 뜻풀이 문제

사전에 장애 관련 어휘들에 거 누락된 것도 큰 문제지만, 기왕 등재된 장애 관련 어휘들

의 뜻풀이가 전반적으로 볼 때 구태의연하고, 빈약하고, 심지어 장애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경

우도 있다.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기 위해, 우선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와 뜻풀이를 제시하

고, 뜻풀이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다른 사전이나 법률의 뜻풀이와 비교해 보았다. 

1. 질병 및 장애유형 관련 어휘

(1) 장애와 장애인

◾사전 뜻풀이 :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

태(장애).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

어휘
노출

빈도 
다른 문헌의 뜻풀이 또는 정의

노력에 의미를 두어 입상자에게는 메달을,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리본을 수여한다. 동

계ㆍ하계 회로 나뉘어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올림픽, 패럴림픽과 함께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인정하는 3  올림픽 중 하나이다. 2013년 강원도 평창에서 제10회 동계 올

림픽이 열렸다.(우리말샘)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국제경기 회로 1968년에 시작되어 4년 마다 하계

회와 동계 회로 나뉘어 개최된다.(두산백과) 

저체중아 73

◾체중이 2.5kg 이하로 태어난 신생아.(우리말샘) 

◾수정 이후 분만까지 정상적인 성장이 중단 또는 지연된 결과로 임신 기간이 37주 이상이 

지나도 태내 성장이 너무 느려 체중이 2.5kg 이하로 태어난 신생아이다. 저체중아는 출

생 시 신체적, 생리적 미숙 상태와 관련되어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

상 신생아들보다 성장 발달에 더 많은 문제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태어난 후 얼마 동안은 모유나 인공 영양을 잘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체온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병에 더 잘 걸릴 수 있고 또 병에 걸리면 더 심하

게 앓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양육이 필요하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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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장애인)

◾뜻풀이 문제점 : 장애를 “결함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오래 전

에 폐기된 개념이다. 또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보다 “신체 일부에 손상이 있거

나”가 더 명확한 뜻풀이다. 하지만 위 뜻풀이는 오래된 의료모형에 따른 것이어서 전반

적으로 추세에 맞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2006년에 제정된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인 정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른 문헌 참고 :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

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②“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

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국가인권위법) ③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

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④“장애

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

다.(장애인권리협약)

(2) 자폐

◾사전 뜻풀이 : 『의학』 심리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 내면세계에 틀어박히는 정신적

인 질환. 현실 세계는 꿈과 같이 보이며 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뜻풀이 문제점 : “현실과 동떨어진”, “내면세계에 틀어박히는” 같은 장애 비하적 표현을 

사용한다. 또 “현실 세계는 꿈과 같이 보이며” 같은 설명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다른 문헌 참고 :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장애인복지

법)

(3) 지적장애

◾사전 뜻풀이 : 『의학』 정신의 발달이 뒤져 있는 상태. 유전적 원인, 또는 후천적 질병이나 

뇌의 장애로 인하여 청년기 전에 지능 발달이 저지되어 자기 신변의 일을 처리하거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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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다.

◾뜻풀이 문제점 : “뇌의 장애로 인하여”는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로 고쳐 써야 한다.

◾다른 문헌 참고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

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장애인복지법)

(4) 심신장애 

◾사전 뜻풀이 : 『법률』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정신장애.

◾뜻풀이 문제점 : 표제어를 “심신장애”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정신장애”로 바꿀 필요

가 있다. “심신(心神)”은 사실 ‘마음과 정신’을 뜻하는 말인데 ‘몸과 마음’으로 오해하는 

독자들이 많다.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고 국어를 순화하는 차원에서도 표제어를 교체하는 

게 좋다.

◾다른 문헌 참고 : “정신장애”란 ①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

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②심리나 행동에 나타나는 마음의 기능부전. 정신의학적으로는 그 원인으로 

유전적 원인에 기초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내인성 정신장애, 신체적, 기질적 원인에 의거

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심인에 기초되는 심인성 정신장애 등으로 구분하지만, 실제로 그 

원인은 그다지 뚜렷하지가 않다. 오히려 복수의 생물학적 개체요인과 사회, 심리적 환경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장애라고 할 수 있다.(경찰학사전9)) 

(5) 청각장애인

◾사전 뜻풀이 : 『사회』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뜻풀이 문제점 :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뿐 아니라 보청기 같은 보조기

구를 착용하면 소리를 어는 정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오히려 이 뜻풀이는 “농

9) 신현기, 「경찰학 사전」, 법문사,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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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청각장애인 중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은 20% 미

안으로 알려져 있다.

* 농인 : 청각에 장애가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주로 수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다른 문헌 참고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

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6) 조현병

◾사전 뜻풀이 : 『의학』 사고의 장애나 감정, 의지, 충동 따위의 이상으로 인한 인격분열의 

증상.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하고 분열병성 황폐를 가져오는 병이다. 청년기에 많으며 내

향적인 성격이나 비교적, 공격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기 쉬운데, 유전적인 요인

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뜻풀이 문제점 : “인격분열”, “분열병성 황폐”, “공격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기 

쉬운데” 같은 장애 비하적 표현을 사용한다. “유전적인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 

했는데, 사실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 환경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이 같은 뜻풀이

는 조현증 장애인에 한 사회적 공포를 더욱 조장하고 이들에 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일조한다.

◾다른 문헌 참고 : ①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이상증

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 뇌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뇌질환, 뇌장애로 보는 것이 옳고, 

그렇기에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남(국가건강정보포털) ②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 부

적절한 감정, 기이하고 퇴행된 행동 등의 정신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병의 일종이다. 

직업, 인관계, 개인 관리 등 주요 역의 기능이 발병 전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다. 이 

병의 본태는 아직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와서 치료법이 많이 발달되었다. 

약물요법 이외에도 정신요법, 생활요법, 작업요법, 환경요법 등으로 치료 효과가 상승하

고 있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 보장구와 재활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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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구

◾사전 뜻풀이 :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뜻풀이 문제점 : 뜻풀이가 너무 빈약하고 무성의하다. 아울러 “보장구”라는 어휘와 함께 

“보조기기”, “보조기구”, “보조공학”이 동일한 또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보다 

섬세한 뜻풀이가 필요하다.

◾다른 문헌 참고 :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

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

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②장애인의 신체일

부의 결손이나 기능의 장애를 보충하고 일상생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기능을 돕

는 가장 보편적인 보조기구의 총칭이다.(사회복지학 사전)

(2) 보행기

◾사전 뜻풀이 : 젖먹이에게 걸음을 익히게 하려고 태우는, 바퀴가 달린 기구.

◾뜻풀이 문제점 : 오늘날 보행기는 “젖먹이”뿐 아니라 장애가 있는 성인이나 거동이 불편

한 노인도 사용하는 보조기기의 일종이다. 

◾다른 문헌 참고 : ①걷기 훈련이나 걷는 데 지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바퀴 달린 기구

이다. 보행기는 유아의 보행연습을 위한 것에서부터, 네 발만 있거나, 두 발 두 바퀴로 

되어 있거나, 몸 전체를 전부 매달 수 있도록 한 것 등 다양하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평행봉 내에서 걷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다음 단계로 보행기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목발 보행을 하기 전 단계로서 보행기를 이용하여 보행 연습을 하게 된다.(특

수교육학 용어사전) ②하지에 장애가 있을 때 체중에 따라서 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돕도

록 하는 보조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보행이 가장 적합한가를 결정하여 보행보조기를 처

방한다. 지팡이, 목발, 보행기, 의자차 등을 말하며 처방은 환자의 근육, 관절, 통증 등을 

진단하고 관절의 운동범위와 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보행보조기를 선택하고 조

정한다.(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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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자

◾사전 뜻풀이 :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도록 만든 시각 장애인용 문자. 두꺼운 종이 위에 도

드라진 점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짜 모아 만든 것이다. 

◾뜻풀이 문제점 : 일반용어에 한 뜻풀이로는 무난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17년 「점자

법」이 제정되어 점자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점자”를 ‘전문용어’로 

분류하여 뜻풀이를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문헌 참고 : ①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

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점자법) ②촉각을 통해 읽고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점형에 의미를 부여해 놓은 문자 상징 체계이다. 점자는 직사각형의 칸을 구성하

는 점 여섯 개(세로 3개, 가로 2개)를 조합하여 만드는 63가지의 점형으로 적는 문자이

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4) 재활

◾사전 뜻풀이 : 신체장애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함.

◾뜻풀이 문제점 : “신체장애자”이 아니라 “신체장애인”이고, 또 오늘날 “재활”의 범위에는 

신체적 장애인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인도 포함된다. 또 “재활”이라는 어휘가 가지는 중

요성에 비추어 뜻풀이가 너무 간결하고 빈약하다. 

◾다른 문헌 참고 : ①신체장애인에 해 신체만이 아닌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으

로 가능한 한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사회복지학 사전) ②의료적, 물리적, 심리적, 직업적 

중재를 제공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와 기능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것이다. (중략) 장애인 재활이란 개념은 단순한 치료, 훈련이라

는 기술적인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욕구를 만족

시키는 종합적인 접근이며, 단순하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을 의학적 치료만이 아니

라 기능적인 회복,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측면까지 잠재적 기능을 포함하는 복귀를 의

미하는 것이다.(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2018 장애정책박람회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과제

426 ∙

(5) 재활의학

◾사전 뜻풀이 : 『의학』 장애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가능한 최 한도까지 정상적으로 회

복시키기 위한 학문. 의학의 한 분야이다. 

◾뜻풀이 문제점 : “장애자”는 과거 용어이고 “정상적으로 회복”이란 말에서는 ‘장애인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다른 표현법을 사용해야 한다.

◾다른 문헌 참고 : ①장애를 가진 사람을 주어진 조건하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

뿐 아니라 취미, 직업, 교육 등 잠재적 능력을 최 한 발달시켜줌으로써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위할 수 있게 해주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두산백과) ②운동학, 기능회복의 생

리학, 운동치료학이 기초를 이루고, 이 위에 임상학으로서의 물리요법, 작업요법, 언어요

법이 있다. 또한 종적 질환이 아닌 횡적장애를 연구하는 장애학, 재활의학의 한쪽의 중심

을 차지하고, 각종 부분과 제휴하고 있다.(간호학 사전)

3. 교육 관련 어휘

(1) 특수교육

◾사전 뜻풀이 : 『교육』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특별한 아동에게 행하는 교육. 장애나 두드러

지는 재능으로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상으로 한다.

◾뜻풀이 문제점 : “특별한 아동”보다 “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국한하는 게 바람직하다. 

“두드러지는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 한 교육은 오늘날 “ 재교육”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특수교육”과 “ 재교육”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혼선이 없을 듯하

다. 

◾다른 문헌 참고 : ①특수교육 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

다.(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②시청각장애･지체장애･지적장애 등으로 통상의 학

교나 일반학급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기 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하여 특별한 학교･학급을 

마련하고,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교과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두산백과) ③장애로 

인하여 일반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에 한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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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하며, 장애아동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

을 개발하여 최 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④특수

교육 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

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교육학용어 사전10))

(2) 특수학교

◾사전 뜻풀이 : 『교육』 신체, 지능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행하는 학교. 맹아 

학교, 농아 학교 따위가 있다.

◾뜻풀이 문제점 : “신체, 지능에 장애가 있는” 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다른 문헌 참고 : 장애인의 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교육시설이

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3) 특별학급 / 특수학급

◾사전 뜻풀이 : 『교육』 심신의 장애가 있는 학생의 적절한 지도를 위하여 특별히 설치하는 

학급.

◾뜻풀이 문제점 : 

◾다른 문헌 참고 : ①특수교육 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 특수학급 아동들의 기초과목은 분리교육을 하지만 비장애 아동들과 통합하

여 수업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특수학급의 형태임(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②특수교육 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장

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③특수교육 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에 설치된 학급이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10) 서울 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 사전」, 하우동설, 199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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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아

◾사전 뜻풀이 : 『심리』 지능, 성격, 행동 따위가 보통의 아동과 달리 문제성이 있는 아동. 

넓은 뜻으로는 이상아, 특수아, 결함아 등을 뜻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주로 행동 문제아를 

이른다.

◾뜻풀이 문제점 : 이 뜻풀이 로 하자면 발달장애 어린이들은 모두 “문제아”에 포함될 수 

있다. 지배적 집단의 가치가 개입된 어휘를 지양하고 가치중립적인 어휘를 사용할 필요

가 있다.

◾다른 문헌 참고 : 문제아라는 말은 단히 넓게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여 사회의 각 역에 있어서 요구되는 생활습관에 잘 적응이 안 되는 아동

을 가리킨다.(교육심리학 용어사전)

(5) 이상아

◾사전 뜻풀이 : 『심리』 신체, 정신, 행동 또는 사회적 관계 따위에 이상이 있는 어린이를 

통틀어 이르는 말.

◾뜻풀이 문제점 : “문제아”와 마찬가지로 이 뜻풀이 로 하자면 발달장애 어린이들은 모

두 “문제아”에 포함될 수 있다. 지배적 집단의 가치가 개입된 어휘를 지양하고 가치중립

적인 어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문헌 참고 : 없음.

4. 기타 어휘

(1) 접근권

◾사전 뜻풀이 : 『법률』 어떠한 비 이나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뜻풀이 문제점 :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접근권(rights to access)은 정보 접근권 뿐 아니

라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 접근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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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 사전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뜻풀이에 추가하여야 한다. 

◾다른 문헌 참고 : 접근권이란 물리적 접근권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권, 과학기술 접근권, 

의사소통 접근권, 경제생활과 사회생활 접근권을 포함한다.(From Exclusion to 

Equality, UN, 2007)

(2) 우생학 

 

◾사전 뜻풀이 : 『생물』 유전 법칙을 응용해서 인간 종족의 개선을 연구하는 학문. 유전학

의 한 분야로 1883년에 국의 유전학자 골턴이 제창하 다. 인류의 유전적 소질을 향

상시키고 감퇴시키는 사회적 요인을 연구하여 유전적 소질의 개선을 꾀한다.

◾뜻풀이 문제점 : 앞서 “문제아”, “이상아” 같은 어휘에는 가치가 과도하게 개입된 게 문

제라면, 반 로 “우생학”은 지나치게 중립적이고 기계적으로 뜻풀이를 한다. 사실, 오늘

날 기준으로 보면 우생학은 사이비과학으로 판명이 났고, 특히 나치의 장애인 및 인종학

살을 합리화하는 논리적 도구로 악용된 역사적 사실을 사전에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다른 문헌 참고 : ①우수한 유전자를 보존하고 열등한 유전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상. 

국 인류학자 프랜시스 골튼이 만들었다.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조건 등

을 연구했다. 열등한 유전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우생학의 기본 전제는 각종 차별을 합리

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독일 우생학을 앞세운 나치 정권의 경우 가장 먼저 환자들과 신체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을 탄압했으며 이후 장애인과 성소수자, 유태인 등을 학살하기에 

이른다. 서구 사회에서 우생학은 인종차별주의와 결합했으며 사회적 약자들에 한 편견

을 강화하는데 향을 주었다.(다음백과11)) ②1883년 국의 F.골턴이 처음으로 창시한 

학문이다. 원래 유전학 ･의학 ･통계학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우수 또는 건전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악한 유전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

이며, 이를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가진 사람의 발생에 관한 모든 조건과 인

자가 연구의 중심이 된다. (중략) 독일의 나치스 때 시행했던 극단적인 우생정책은 인권

을 침해했던 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두산백과)

11) 다음, 「다음백과」, http://1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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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수자 

◾사전 뜻풀이 : 적은 수의 사람.

◾뜻풀이 문제점 : 뜻풀이가 너무 빈약하고, 정확하지도 않다. 장애인 같은 “소수자

(minority)”는 수가 적은 사람이라기보다 한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지 못해 차별받는 사

람이라고 해야 한다. 가령,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노동자가 자본가보다 

숫자가 더 많지만, 이들을 소수자라고 부르는 것은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권력이 적어서

다. 뜻풀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문헌 참고 :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지배 집단과 구별되어 차별적 

우를 받는 사람.(우리말샘) 

(4) 장애아

◾사전 뜻풀이 : 병이나 사고, 선천적 기형으로 말미암아 신체를 제 로 움직일 수 없는 아이. 

◾뜻풀이 문제점 : “기형” 같은 표현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휘일 수 있다. 또 “장애아”는 

“신체를 제 로 움직일 수 없는” 신체장애 어린이뿐 아니라 발달장애 어린이도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뜻풀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 되도록 “장애아”라는 표현보다 “장애어린

이”나 “장애아동”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아”, “문제아”, “기형아”, 

“이상아”, “장애아” 등 접미사 “兒(아)”가 붙은 어휘는 개 부정적 이미지를 실어 나르기 

때문이다. 

◾다른 문헌 참고 : 없음.

(5) 기형아

◾사전 뜻풀이 : 신체의 발육이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정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

◾뜻풀이 문제점 : “정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건 어린 아이의 몸을 정상과 비정

상으로 나눌 수 있는 가치기준이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비장애 아이의 몸은 정상이고 장애 아이의 몸은 비정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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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헌 참고 : 없음.

(6) 교통마비

◾사전 뜻풀이 : 악천후나 천재지변 또는 여러 가지 사고 따위로 교통 기관이 제구실을 하

지 못하는 상태. 

◾뜻풀이 문제점 : 뜻풀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교통마비”를 “교통체증”으로 순화

하여 사용해야 한다. “교통마비(痲痺)”는 “소아마비”, “뇌성마비”, “근육마비” 등 특정한 

신체적 손상을 비유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장애 차별적 어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

준국어 사전에는 “교통마비”만 있고 “교통체증”이란 어휘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어권 국가들도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운동 이후 “traffic paralysis

(교통마비)”를 “traffic jam(교통체증)”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른 문헌 참고 : “교통체증” - 일정한 지역에서 차의 과도한 집중, 교통사고, 도로 공사 

따위로 차량의 통행이 정지되거나 비정상적인 통행 상태가 계속되는 교통의 흐름.(우리

말샘) 

Ⅴ.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표준국어 사전의 장애 관련 어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언론을 비롯해 언중이 널리 사용하는 있는 장애 관련 어휘가 상당수 누락되어 있을

뿐더러 등재된 어휘들조차 뜻풀이가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 같

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국어원은 장애 관련 어휘를 비롯한 소수자 어휘의 현황에 한 전반적인 실태조

사 또는 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센

터가 수행한 이번 조사는 제한된 예산과 인력, 전문성 부족 때문에 연구의 질과 양이 미흡하

기 짝이 없다. 우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문제를 쟁점화한 것에 일단 만족할 따름이다. 

많은 예산과 전문성을 갖춘 국립국어원이 이번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 문제를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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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립국어원은 조사 및 연구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국어정책을 논할 때 반드시 관련 당

사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언어문제를 다룰 때는 

더욱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사실,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장애 당사자단체

나 전문가 그룹의 조언과 자문을 받아 등재할 어휘를 선정하고 뜻풀이를 했다는 흔적을 찾아

보기 어려웠다. 소수자의 신체적 특성을 배제하고 가치중립적 언어를 사용하자는 정치적 올

바름 운동, 의료모형에서 사회모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 다문화 중심의 인식체계

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시  흐름이 국어정책에도 잘 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재차 강조하건 , 국어정책에서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의 참여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국어심의회’가 부분 국어/국문문학자들로 구성되어 운

되는 이상, 엉터리 뜻풀이가 계속될 수가 있다. 

셋째, ‘국어심의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와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5조 ②항 “국어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한다. 또 동 시행령 제12조(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 ) ②항은 ”표준화협의회 위원장

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한다. 보다시피, ‘국어심의회’와 

‘표준화협의회’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장애인 등 소수자를 고

려한다는 문구는 없다. 차제에 법률을 개정하여 위원의 다양성을 더 확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장애 당사자와 단체들이 평소 장애 관련 어휘의 사전 등재와 

뜻풀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언어가 누락되고 왜곡되는 현실

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 누가 신 나서겠는가? 국어는 단지 의사소통수단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국어는 해석권력 거머쥐고 특정한 어휘의 의미와 상징을 정의하고. 규정하고, 통

제하고, 필요하면 변경한다. 그야말로 한 사회의 법률적, 문화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규범

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장애 관련 어휘의 해석 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103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국립국어원에 요청하여 자신들의 이름인 ‘사회복지사’를 사

전에 등재하는데 성공했다. 그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사회 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보건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으며 1급ㆍ2급ㆍ3급의 등급이 있다. 

등급별 자격 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장

애 관련 어휘와 비교하면, 간결하면서도 자신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뜻풀이다. 

당사자 참여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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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기다려 온 연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제안 

손홍일 대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제 나름 로 요약해보자면, 최

근 30여년 사이에 장애 관련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이 변하고 더불어 장애 관련 학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장애 관련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지만, “일상에서 널리 사용

되는 장애 관련 어휘 중 상당수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등재된 어휘들조차 뜻풀이가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말에 한 일종의 “표준”을 제시하는 표

준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국립국어원은 장애 관련 어휘를 비롯한 소수자 어휘의 현황에 

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같은 조사와 그에 바탕 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

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이번 세미나와 관련하여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토론자

로 참석하고 싶고, 토론자로 초 해주면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우선 

윤 소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바로 저를 포함한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기다려온 것인 동시

에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고 하는 제안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나아가 

이 이슈와 관련하여 제가 평소에 생각해 온 것을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는 기  때문이

었습니다.

윤 소장님은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고 심층적인 분석을 하셨고, 그를 바탕으로 한 단히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윤 소장님처럼 넓은 역에 걸쳐 

실증적인 분석을 한 다음 그 분석을 토 로 확실한 해결을 요구한 연구는 없었습니다.1) 특히 

코퍼스를 이용하여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장애 관련 어휘 중”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용어들을 확인해 낸 부분에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장애학 관련 서적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ableism,” “ableist society,” “differently abled” 등과 같은 어 용

어를 우리말로 옮기기에 적절한 용어를 찾기 위해 여러 번 표준국어 사전을 찾아본 경험

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이 최근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장애 관련 용어들이 사전에 잘 

반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윤 소장님의 연구에 비하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역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더 구체적으

1) 장애 비하적/차별적 용어에 한 기존 연구로는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속담에 관한 분석적 연구(심홍식, 
2002, 학위 논문),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이정복, 2014), 장애인 속담 사전(서문원, 2018)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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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말씀드리자면, 저의 관심은 윤 소장님의 분석 상 중에서 표준국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장애 관련 용어 중 “장애 유형 관련 어휘” 그리고 사전에 수록은 되어 있으나 의미 설명에 

있어서 장애 비하적 또는 차별적 요소를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은 경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한 사회의 법률적, 문화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규범으로 작동”한다고 윤 소장님

이 지적하셨듯이, 학자들의 체적인 의견은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속한 사회

의 문화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상호 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사고방

식에도 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장애(인)와 관련된 용어 특히 비하적인 용

어에 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 비하적인 용어가 생산되는 이유와 그런 용어의 향력에 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설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the power of naming, Mary Douglas의 

dirt theory, the labelling effect, 이와 비슷한 것을 설명하는 그러나 더 널리 알려 알려진 

Erving Goffman의 stigma effect 등이 있습니다. 낙인 이론/효과와 관련하여 흔히 인용되

는 것이 Søren Kierkegaard가 했다고 알려진 다음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Once you 

label me, you negate me.” 굳이 부연 설명하자면 누군가 나에게 (비하적인) 레이블을 붙

여주는 경우 나에 한 이해는 그 (비하적인) 레이블이 지정하는 테두리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는 것입니다.

Goffman의 설명에 기 자면, 장애 비하적 용어 또는 낙인은 장애를 지닌 개인의 완전하

고 평범한 속성을 부정하면서 일탈적인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장애 비하적 용어/낙인은 양방향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낙

인을 “찍는” 비장애인들에게는 “고정 관념 활성화”(stereotype activation)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장애 비하적 용어 또는 낙인이 비장애인의 기억 체계에 저장되어 있

다가 자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그에 상응하는 생각과 행동을 (특히 차별, 조롱 

무시 같은 생각과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낙인이 “찍힌” 사람들 즉 

장애인들에게는 낙인이 “정체성 위협”(identity threat)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위협하고 때로

는 확고한 정체성 확립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와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비하적

으로 가리키는 용어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저의 장애 그리고 저에 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경멸적인 사고와 태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동시에 그 용어에 노출된 저에게는 인격살

인이라 표현하고 싶은 충격을 전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저는 (그리고 많은 장

애인들이)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들에 노출되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즈음 political correctness 지향 그리고 장애(인)에 한 인식 개선이 상승 작용을 일으

키면서 장애 비하적/차별적 용어들의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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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는 국립국어원 중심으로 용어 순화 작업이 이루어져 상당한 결과를 낸 것으로 저

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소장님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표준국어 사전에서 저의 장애를 비하적으로 

가리키는 용어 “난쟁이”를 찾아보았습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시쳇말처럼 다

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더군요:

※난쟁이: [1] 기형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강조는 글쓴이가 한 것임)

이 의미 설명은 “낮잡아 이르는 말” 부분에서 이 용어에 내포된 비하적 요소를 정확이 지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맨 앞에 “기형적으로”라는 표현 사용 때문에 이 의미 설명

이 (아마도 의도치 않았겠지만) 장애 비하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

게 합니다. 키가 작은 장애를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그저 “신체적 다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국어 사전이 제공하고 있는 “기형”의 의미 설명에 기 자면) 

“기이하고 괴상한 모양”으로 보고 있는, 달리 말하자면 비하하고 경멸하는 뜻풀이를 제공하

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전이 의외로 다음과 같은 용어들에 해서는 (제가 보기에) 단히 바람직한 의미 

설명을 그리고 동시에 장애 비하적 용어를 체할 수 있는 용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꼽추: ‘척추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런 사례처럼 “난쟁이”에 한 의미 설명에도 최근 자주 사용되는 “저신장 장애인”이란 

체 용어가 반 되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 흑인 문학으로 훈련을 받은 탓에 미국 흑인과 관련된 용어 사용의 문제에 

해 먼저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사회에서 "nigger"라는 용어의 사용은 

금기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기시 되는 용어의 의미를 미국 어의 표적 사전인 

Dictionary by Merriam Webster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nigger — offensive ... used as an insulting and contemptuous term for a black person (불쾌

한 용어, 흑인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용어)  

이 의미 설명은 “nigger”가 미국 흑인을 비하하는 용어임을 확실하게 그리고 반복해 강조

하면서, 그 신 사용할 수 있는 용어 “black person”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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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은 최근 미국의 black person을 지칭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인 “African American”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낙인을 줄이는 방법으로 접촉, 교육, 저항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 중

에서 뒤 두 가지 방법이 윤 소장님의 제안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도 교육이 장애와 관련된 용어들과 관련하여 사전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

니다. 사전 편찬에 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사전은 두 가지 기

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descriptive)인 기능으로 우리가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수록하고 그 의미와 용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기능은 규범적인

(prescriptive) 기능으로 올바른 철자법이나 사용법을 제시하는, 일종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 때문에 장애 비하적 용어들과 관련하여 표준국어 사전 의 역할이 단

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사용되는 장애 비하적 용어들의 경우 그 부정적 

함축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의미 설명이 제시되어야하며, 그 같은 장애 비하적인 용어들을 

신할 수 있는 (윤 소장님이 사용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가치중립적인) 용어들을 제시하여 사전 

이용자들에게 (특히 비장애인인 이용자들에게) 더 바람직한 용어 선택 및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 소장님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5조 ②항에 있는 국어심의회와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하셨는데, 저도 그 

비슷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국어기본법」 제6조 ③항에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에 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ㆍ체계화에 관한 

사항>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비하적/차별적 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수자 집단과 관련된 비하적/차별적 용어들 그리고 그것들을 

체할 수 있는 용어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사항의 실천에도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전제되어

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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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2 >

단어는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을 대변한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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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는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을 대변한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표준국어 사전에 장애 관련 어휘가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만으로도 본 연구는 

장애인계는 물론이고 한민국에 큰 공헌을 한 것이다. 막연한 추측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 

사실이 사회 문제로 인식된다면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장애 관련 어휘들을 ‘장애유형관련 어휘’, ‘서비스 기관 및 종류 관련 

어휘’, ‘보조공학 및 이동권 관련 어휘’, ‘장애관련 주요 법률 및 법률 용어’, ‘장애인 스포츠 

관련 어휘’, ‘기타 어휘’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 어휘들이 다른 사전이나 법률에서 어떻게 뜻풀

이 또는 정의하는지도 살펴본 연구 범주가 적절하 다. 

또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들의 구체적인 사용 횟수를 확인하기 위해 10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한국일보)를 말뭉치(코퍼스)로 삼아 최근 1년 동안 보도된 기사를 전수 조사하여 언론 

노출빈도를 조사한 연구 방법도 매우 현실적이다. 언론은 중문화를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

이기 때문이다. 

<분석 내용>

15가지 법정 장애유형 중 사전에 등재된 것은 ‘언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3개뿐이고 

12개는 등재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고, 사전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는 없지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은 등재되어 있는 것은 장애를 현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전에 미등재된 법정 장애유형 관련 어휘로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이 ‘시각장애’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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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며,  ‘장루･요루장애’

의  언론 노출빈도가 0회인 것으로 장루･요루장애인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에 미등재된 비-법정 장애유형 관련 어휘로  ‘발달장애’의 노출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슈가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에서 발달장애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뒤를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잇고 있고, 행동장애, 양극성장애 등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

이다.

사전에 미등재된 서비스 기관 및 종류 관련 어휘로 200회 이상의 노출된 빈도를 보인 것은 

‘복지관’, ‘활동지원’, ‘바우처’, ‘활동보조’, ‘장애등급’ 으로 이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핫이슈

가 활동보조서비스이고, 서비스 방식이 바우처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기관으로 복지관이 가

장 많은 것은 복지관이 확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다.

사전에 미등재된 보조공학 및 이동권 관련 어휘의 노출 빈도는 ‘편의시설’, ‘스크린도어(안전

문)’, ‘무장애’, ‘이동권’, ‘저상버스’, ‘전동휠체어’, ‘유니버설 디자인’, ‘보조공학’, ‘수동휠체

어’, ‘흰지팡이’  순인데 이들 단어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1990년도부

터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일반화된 단어인데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부서의 직무 유기이다.

사전에 미등재된 장애 관련 법률 및 법률 용어 관련 어휘의 노출 빈도로 ‘통합교육’과  ‘특수

교사’ 가 상위를 차지한 것은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며, 

‘장애인권리협약’이 가장 하위인 것은 아직도 장애인 문제를 권리가 아닌 시혜로 바라보고 있

다는 반증이다. 

장애인 스포츠 관련 어휘에 한 노출 빈도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평창 패럴림픽,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연이어 열리면서 장애인 스포츠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일시적 현

상이기 때문이라고 하 지만, 조사를 했다면 장애인체육 국제 행사가 장애인 인식 개선에 어

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전에 미등재된 기타 장애 관련 어휘의 언론 노출 빈도로 ‘스페셜올림픽’이 가장 많은 것은 

한국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매년 평창스페셜뮤직&아트페스티벌을 국제 회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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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체중아’를 장애 관련 어휘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제안>

발제자의 4가지 제언에 공감하며 세 가지 제안을 공론화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반  어휘의 정립이 필요하다  

- 비장애인으로 할 것인가 

- 정상인, 일반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장애에 한 잘못된 비유를 개선해야 한다 

- 교통마비 

- 통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 너 장애인 같아 

- 외다리처럼 불안정한 상태

셋째, 장애의 남발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기억장애(기억을 잘 못할 때)

- 인식장애(눈치가 없을 때) 

- 얼굴장애(못생긴 얼굴)

- 키장애(키가 작으면) 

- 공부장애(공부를 못하면)

- 가짜 장애인

- 심신미약(장애라는 단어는 없지만 장애로 인식)

어휘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문화 수준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

다.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선진 문화적 토양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장애에 한 왜곡이 심각하여 장애인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서 장애인 포용 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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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장애인 스포츠 관련 어휘는 정리를 하 는데 장애인 예술 관련 어휘에 한 내용이 없어서 추

가한다. 

▢ 활동과 사람

우리나라는 장애인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술 활동은 그 가운데 하나로 그것을 장

애인예술로 지칭하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정의한 논문(방귀희, 

2013)이 있지만, 아직은 장애 예술가, 장애인문화예술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용어들이 사용되

고 있다. 

▢ 장르 정의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범주는 통상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정의를 사용하는

데 이 법률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화, 연

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로 되어 있지만, 장

애인예술 활동은 문학(어문, 출판 포함), 미술(응용미술 및 만화,  포함), 음악(국악 포

함) 그리고 나머지 장르를 합하여 중예술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이기에 이 네 가

지 장르로 구분하고 있다(방귀희, 2013). 

장애인문학이란 장애를 소재로 한 문학이냐 아니면 장애인이 주체가 된 문학이냐의 논란이 있

지만 <솟 문학> 창간호에서 장애인문학을 후자로 정했다. 장애인문학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1990년 12월 7일 한국장애인문인협회가 창립되면서부터이고 1991년 장

애인문학을 표방한 <솟 문학>이 창간되면서 장애인문학이 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2016년 봄 <솟 문학> 1~100호가 미국 스탠포드 학교 도서관에서 구입해가면서 

장애인문학에 한 세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장애인미술을 정의하는 것은 장애인문학보다는 수월하다. 미술 작품의 주제를 장애인으로 하

는 예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미술을 장애를 가진 미술인들의 작품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그림을 손이 아닌 다른 신체를 사용해서 그리는 

것에 따라 구필화가, 족필화가로 구분이 된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면 구필, 발가락에 

붓을 끼우고 그림을 그리면 족필이 라고 하는데 구필화가와 족필화가를 통틀어 구족화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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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음악은 장애인들의 음악활동이다. 

장애인대중예술은 연극부문에서 장애인 배우들이 등장하는 장애인연극과 휠체어댄서와 청각

장애 무용수의 활동으로 장애인무용이 형성되었고, 장애인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장

애인문제를 다루거나 장애인들이 참여하여 제작한 화인 장애인 화가 형성되었다(방귀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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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3 >

‘장애관련 어휘에 무관심한 표준국어대사전’ 토론

김정훈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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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 어휘에 무관심한 표준국어대사전’ 토론문

-새로운 변방을 위한 첨언-

김정훈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어휘는 상을 인식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동시에 수많은 언중들의 경험과 의식이 녹아들어 

그 상을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의 토 가 된다. 그래서 오늘의 발제문이 관심을 두고 있는 

장애관련 어휘들은 장애와 장애인에 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수준을 드러내는 중요한 가늠

자이다. 발제문은 방 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장애인식이 얼마나 천

박한 수준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15가지 법정 장애유형 가운데 사전에 등재된 것이 ‘언어장

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단 3개뿐이라는 사실은 그 단적인 예다. 그러나 정작 발제문을 읽

는 내내 낯 뜨거웠던 것은 국립국어원의 나태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의 무관심과 

나의 무지들…

부끄럽지만 장애관련 어휘에 무관심했던 것은 어쩌면 표준국어 사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들, 장애 당사자들이 아니었을까. 장애 당사자들이 자신을 지칭하고 정의해 온 이 사회에 

하여, 자신의 삶과 접히 관련된 일상의 말들에 하여 이토록 어수룩했다는 사실에 몸 둘 

바를 모를 지경이다. 

필자는 장애관련 어휘의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뜻풀이를 바로잡고, 누락된 수많은 어휘들의 

표준국어 사전 등재, 그리고 그 과정에 당사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며 무엇보다 평소 

장애 당사자와 단체들이 이 문제에 열정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발제문의 제언에 적극 공감

한다. 특히 마지막 제언은 (발제문에서는 해석권력이라 불 던) 일종의 ‘문화권력’의 주도로 

사회참여와 통합의 궁극에 이르자는 전략을 제시하 다. 이에 한 필자의 생각을 덧붙이며 

졸고를 마치고자 한다.

이 발제문은 지금까지 이른바 거리 투쟁 중심의 장애 운동이 비교적 소홀히 다뤄왔던 이데

올로기 투쟁 즉 문화 운동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탐색이라는 점에서 매우 참신하다. 그런데 

장애관련 어휘의 사전 등재는 단지 국가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는 한계에 갇힐 

수 있다. 오히려 이 운동이 좀 더 역동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을 교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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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입도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변방을 창출하는 것, 다종다양한 수많은 변방을 만드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맞지 않는 옷을 껴입는 것과 같은 표준국어 사전 등재보다 헐 하고 

자유로운 옷처럼 우리만의 새로운 사전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 모델과 자립생활패

러다임에 입각하여 자유로운 언어로 ‘장애학 사전’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들의 상상

력을 딱딱하고 엄숙한 표준어 사전에 가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들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

은 사전을 만드는 작업도 함께 꿈꾸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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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4 >

장애 관련 어휘 국어사전 등재를 위한 토론

최정도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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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관련 어휘 국어사전 등재를 위한 토론

최정도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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