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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 발간사
척수장애인은 중도, 중복, 중증의 장애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선천성장애인
과 달리 장애이전의 사회경험이 있어서 사회복귀하는 데 사회화교육, 대인관계기
술훈련, 직장적응훈련 등의 지원은 그리 필요하지 않다. 척수장애인은 갑작스런 사
고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척수손상 환자로서 초기 사회적 재활서
비스를 잘 받으면 지역사회에서 장애이전의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장애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척수장애인에 대
한 통합적인 재활서비스체계가 미흡하여 척수장애인들은 아급성기를 지난 후에도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있거나 퇴원 이후 여러 병원을 탐방하면서 사회복귀를 준비
해야 하는 황금 같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이런 척수장애인들에게 병원을 퇴원한
이후 보조기기, 주거개선 등 정확한 정보제공과 체계적인 재활훈련 및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해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는 2010년부터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설립
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지원센터는 척수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재활병원 등을 방문하여
정보를 전하는 정보메신저 사업 등의 재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기반
의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금까지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본 센터는 법적 근거
가 없이 매년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위탁지정 받고,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
고 있다. 이로 인해 센터는 지금까지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비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척수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역사회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근본적
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8년 동안 민간 전달체계로서 관련 사업과 조직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척수
장애인재활체계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온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 분석과 척수장애인들의 욕구조사,
재활병원, 장애인관련 복지시설 및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 이해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사회기반의 척수장애인 초기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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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전환의 방향과 운영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먼저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
내외 사례를 검토해 주신 나사렛대학교 박종균 교수와 현재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
터 운영현황과 향후 기능전환 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신 김소영 센터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더불어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척수장애인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전환의 방향과 운영모델에 대해 자
문해 주신 자문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연구의 책임을 맡아 온 서해정
부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수고해주신 이경민 연구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한해 우리나라에서 약 2천여 명의 척수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다. 척수손상 초기
이후 이들에게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척수장애인재활체계
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조속히 이들이 장애이전의 삶으로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
가거나 직장 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다시 하게 되길 기대한다.
2017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황 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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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비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척수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역사회의 재활서비스를 제
공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 이해 당사
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첫째, 국내외 척수장애인 재활시스템의 현황을 파악
하고 운영 상 문제점 제시. 둘째, 지역사회 내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협력기
관의 전문가 및 센터 종사와 관계자, 센터의 서비스 이용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전환의 방향과
운영모델(안) 도출. 셋째, 이를 바탕으로 척수장애인이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서비스지원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함

2. 연구방법과 내용
○ 문헌분석을 통해 국내외 재활서비스 및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에
서의 척수장애인 재활 분야의 새로운 기능전환 방향을 도출하고, 재활병원,
지역센터 등 현장 조사를 통해 핵심사업을 도출하였음. 제공기관 현장 전문
가와 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센터의 정체성 및 운영의 어려움 등에 관한
FGI를 진행하였으며, 학계, 현장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척수장애인재활서
비스의 정책방향과 센터의 역할에 대한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
음. 마지막으로 척수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재활서비스 이용 실태와 서비
스 욕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xi

Ⅱ. 장애인재활서비스의 이해
1.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변화
○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CBR)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이 많이 생겨
나고 있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생활센터(ILC)가 지역사
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척수장애인을 비롯한 중도장애인의 사회
복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인력, 전문기관, 관련예산, 통합적 재활체계, 관련정책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향후 수요자관점의 척수장애인재활체계, 사람중심(PCP, person
centered planning)재활체계가 준비되어 척수장애인들이 빠른 시일에 사회복
귀를 하고, 장애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준비해야 함

2. 장애인 재활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선행연구결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 재활공학, 재활체육, 재활간호 영역 이외
척수장애인이 실질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연구는 2010년 전후에 나타나기 시
작함
○ 2010년 이전에는 중도척수손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체계모형연구에서
척수장애인의 재활체계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병원기반 재활서
비스 연구로 노인 및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ICF 활용방안 연구
등이 있음. 또한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에 대한 연구로 사회복귀 이전단계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 등이 있음
○ 2010년 이후 장애인 재활에 관한 연구는 병원기반의 재활서비스에 머물러 있
으며, 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전달체계에서의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개발 등
의 연구가 대부분임. CRPD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full participation)를
위한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 재활체계에
관련한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향후 더욱 척수장애인의 통계를 기
반으로 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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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 척수장애가 발생되면 척수장애인에게는 크게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인 어려
움이 발생함. 우선 신체적 어려움으로는 척수장애로 인한 마비로 장애이전의
건강한 몸에서 장애이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운동신경마비와 감각신
경마비 증상이 그 첫 번째 어려움 임. 둘째는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외상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전
신무력감, 낮아진 자존감, 우울증, 불안 및 분노, 죄의식, 사회에 대한 적대
감, 장애에 대한 부정, 학습된 무기력 등을 가짐.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어려
움으로는 가족과 주거, 직장,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척수장애인이 조기 사회복귀가 되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재활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고, 둘
째, 그 중에서도 의료중심재활체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임. 셋째, 사회복귀
의 정의와 목표가 부재하고, 마지막으로 척수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
애로 속해 척수장애인에 대한 연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4.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 센터는 중앙센터를 포함 전국 14개 시·도 센터로 운영되고 있음. 척수장애
인재활지원센터는 2010년에 중앙센터를 개소하고, 2011년부터 지방센터로
확대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음. 2012년에는 보건복지부 ‘척수장애인재활훈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센터 3개소를 선정하였고, 점차적으로 2014년에는
4개소, 2015년부터는 7개소로 확대 지원하고 있음
○ 센터는 201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7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예산
감액으로 인해 센터별 지원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임. 2012년도에는 센터
당 1억 원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센터 당 6,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음
○ 척수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센터의 목적이며,
이에 따라 상담지원, 파견사업, 재활훈련, 운영지원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중 척수장애인의 장기 입원 및 퇴원 후 칩거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찾
아가는 정보메신저, 지역사회복귀훈련, 찾아가는 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진행
하였음. 2016년 사업 성과를 기준으로 초기/칩거 척수장애인 발굴이 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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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지원 73명, 일상복귀 35명의 실적을 보임
○ 센터 사업의 성과는 척수장애인이 장애 이전에 영위하던 일상생활 능력을 최
대한 회복하여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임. 즉, 양적인 성과가 아닌 척수
장애인이 장애 이후에 낮아진 삶의 질 향상과 장애를 가지고도 자신감을 가지
고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질적 성과로 파악해야 할 것임

Ⅲ. 국내·외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현황
○ 국내 재활서비스 현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공공분
야로는 근로복지공단, 국립재활원을, 민간분야에서는 파크사이드병원, 예은병
원 그리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제공되는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를 살펴보
았음
○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서비스는 척수손상의 발생에서부터 직업복귀까지
산재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음. 또한 국립
재활원은 성 재활 프로그램, 운전재활 프로그램 등은 국내의 타 기관에서는
보기 어려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민간분야에서의 파크사이드병원은
2017년 ‘대국민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기존 병원치료중심의 재활서비
스에서 벗어나 척수장애인이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음. 예은병원은 의료 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
회복귀프로그램으로, 외출, 지역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척수
장애인협회는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것과 척수장애인당사자의 참여, 그리
고 국외의 다양한 척수재활센터의 방문과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국외사례로는 첫째, 스위스는 척수손상환자가 발생할 경우 헬기를 이용한 환
자 이송에서부터 수술, 재활치료, 직업재활훈련, 집과 차량개조 등 모든 것이
척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은 척수손상 이후부터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정착까지 척수재활센터과 척수장애인협회 그리고 Back-up
Trust을 통해서 재활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음. 미국은 재활시설인정위원회
(CARF International)에서 실시하는 척수손상모델시스템(Spinal Cor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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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ystem: SCIMS)의 인증을 받은 척수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뉴질랜드는 수술 및 의료재활과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귀훈련(전
환재활서비스)가 분리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스웨덴은 카롤린스카 대학병
원과 RSS가 협력적 관계로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면서 RSS에
척수장애인 당사자 참여가 매우 활발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척수장애인재활코
치(RI)가 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임
○ 국내외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차이점을 토대로 한국의 척수장애인 재활서
비스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첫째, 주요 선진국은 척수장애의 발
생에서부터 사회복귀까지 지원하는 통합적인 재활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임. 둘째, 주요 선진국의 경우 당사자 참여가 활발하거나 척수장애 당사자들
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 셋째,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에서 다학제간 팀별
접근을 하고 있으며, 넷째, 척수손상의 발생과 사회복귀 과정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
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 있다는 것임

Ⅳ. 조사결과
○ 지역 센터와 재활병원의 사회재활 프로그램 등 사례조사와 관련 전문가, 지
역 센터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그리고 척수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먼저 지역 센터 조사 결과 정보메신저 사
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재활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
으며, 헬스케어 사업은 이용자 욕구가 높은 반면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지속
하기 어려운 측면에 있었음. 결론적으로 센터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유관기관 및 센터 관계자 대상 FGI 결과 센터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였으며, 센터가 향후 초기 상담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조기기, 직
업복귀, 주거개선 등의 정보 제공과 상담, 연계,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음
○ 당사자 설문조사는 지역사회 거주 척수장애인 2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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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주요 결과,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척수장애인
208명은 센터 이용 후 심리․정서적 변화, 사회복귀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음. 센터 활동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가운데 서비스 전달에 대한 노력 즉, 활동가의 태도의 측면에서 4.17점으
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향후 센터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다고 응답
한 경우는 97.3%(180명)로 나타났으며, 센터 사업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하였음
○ 사회복귀 과정에서 서비스 필요도를 살펴보면 먼저, 영역별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55.1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35.63%), 상담
관련 서비스(5.75%), 교육관련 서비스(3.45%) 순으로 조사되었음
○ 각 세부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하였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자립생활훈련(이용자 19.4%, 미이용자 17.6%)이 가장 먼저 지원되
어야 한다고 나타났음. 그 다음 이용자의 경우 자기관리가 14.1%, 보조기기
지원 및 정보제공이 13%로 나타난 반면, 미이용자의 경우 둘 간의 우선순위
가 동일하게 조사되었음

Ⅴ.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모델
○ ‘당당한 척수장애인, 일상의 삶으로 복귀’를 비전으로 중앙 허브 기능, 광역차
원 협력체계 구축 기능, 중도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기능으로 기능 전환을
꾀함
○ 기능전환 1안은 ‘중앙 허브 기능’으로 현 체계 유지 및 기능 확대 안임. 우선
단체계적으로 센터의 지원 개소수 증가와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전환재활시스템을 추가하는 안임
○ 이를 위한 센터의 전략과제는 첫째, 동료 중심의 맞춤형 일상생활 훈련 강화,
둘째, 척수장애인 활동가의 자격 강화, 셋째, 원직장 복귀 및 직업재활에 대
한 지원 확대임. 세부 사업은 교육지원, 운영지원, 서비스 지원(재활서비스
개발, 직업, 자원연계, 정보 관리), 지역센터 운영임

xvi

○ 허브기능의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배치(안)으로는 다음과 같
음. 우선 중앙센터는 교육, 운영, 서비스 지원 등 3가지 조직체계를 가지면서,
향후 전국의 14개 센터가 지원될 경우 중앙센터의 인력 확대는 사업과 운영
의 질적 유지를 위해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충원이 필요 함. 다음으로 지역센
터는 향후 최소한 2012년 수준의 사업비가 유지되어 2명 이상의 직원으로 칩
거 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척수장애인의 초기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
며, 지원금은 현행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를 기준으로
개소 당 연간 1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음
○ 기능전환 2안은 ‘광역차원의 지역사회 협력체계’로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척
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현실적인 사업비로 재활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최소
3~4명이 근무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한 후 광역차원에서 지역의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를 위해 우선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지원사업간의 지역사회 협력체계가 구
축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국립재활원, 권역재활병원, 지역 보건소 등과 센터
의 협력체계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장애인보조기기센터
와의 협력 체계, 읍면동 허브화 사업단, 장애인연금공단, 지자체와의 협력체
계를 구축해야 함
○ 광역지원의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 이와 같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기
본 방향은 첫째는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공공적 업무 성격에 맞는 지침
또는 법 ·제도 확보이고, 둘째는 센터의 업무 수행 절차의 공식화, 셋째는
척수장애인 초기 재활서비스 제공 전담인력의 역량 강화, 넷째는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 수행 협력 체계 개발임
○ 또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척수장
애인 재활지원체계 운영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필수 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권고안 마련, 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이 필요함
○ 기능전환 3안은 ‘중도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기능’으로 척수장애인뿐만 아니
라 뇌졸중, 외상성뇌손상 등의 중도장애인을 포괄하는 모형임. 이 안은 중도
장애 발생에서부터 급성기, 아급성기, 사회복귀준비기 과정까지 서비스를 지
원하며, 민간 영역에서의 재정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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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체계,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 분야의 전문가 양성 체계 구축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중도장애인이 장애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2가지의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 모형을 제시 함. 첫 번째는 장애를 가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직장과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차원의 ｢ICF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 모
형｣과 중도장애인의 장애의 발생에서부터 사회복귀까지 ｢수요자관점의 중도
장애인재활서비스 모형｣을 제안함
○ 이와 같은 두 가지 모형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있음.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다학제간 전문팀(Interdisciplinary Team)을 통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체계가 준비되어야 하며, 수요자관점의 통합적체계가 필요하
고, 중도장애인의 재활체계에서 중도장애를 경험한 당사자의 참여가 꼭 필요
함. 또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함
○ 우선 ICF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 모형은 중도장애인의 발생에서 사회복귀까
지는 개인의 신체, 심리, 사회재활에서 부터 가족, 친지, 직장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임. 둘째,
수요자관점의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 모형은 의료재활, 심리재활, 사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으로 구분되는 재활체계가 아닌 재활서비스의 수요자
인 중도장애인의 장애발생에서부터 급성기, 아급성기, 사회복귀준비기를 거
처 사회복귀이후 사후관리까지 시기별로 필요한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는 것을 말함
○ 수요자관점의 중도장애인재활체계에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가
장 중요한 과정은 사회복귀준비기이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중도장애인재활서
비스에서 가장 부족한 서비스가 사회복귀준비기의 재활서비스 임. 즉, 우리
나라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사회복귀준비기의
재활서비스체계를 준비하는 것임
○ 사회복귀기에는 수요자관점의 심리, 직업, 사회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학제간 전문가, 재활관련 기관
의 연계, 재원, 사회복귀기의 재활서비스 주체 등의 논의가 필요함

xviii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앞서 제시한 센터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가
우선되어야 함. 첫째,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사업 지침 변경, 둘째, 부서
간 이원화된 서비스 지원시스템의 일원화 및 체계화, 셋째, 척수장애인재활
지원센터의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확대, 넷째, 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의 연계 의무화 규정 마련임
○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로서 첫째, 척수장애인
전환재활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상홈’시범사업 운영, 둘째, 당사자 참여의 장
애인 재활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기관 성과 평가, 셋째, 재활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 넷째, 척수장애인 통계 생산 및 연구, 마지막으로 중도장애인
재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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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척수장애인은 중추신경인 척수가 손상되어 그 조직이 회복 또는 재생이 되지 않
기 때문에 일단 손상되면 완치가 어려우며 손상부위 이하의 운동기능, 감각 기능
및 자율신경 기능의 상실 및 이상, 배뇨 및 배변기능 장애, 호흡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초래된다. 또한 이러한 장애의 합병증으로 마비부위 관절구축, 욕창발
생, 신부전, 호흡부전, 신경손상에 따른 신경인성 통증 등의 기능장애가 남게 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이와 같이 척수장애인은 중도, 중증, 중복장애의 특성으
로 단순히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재활의 균형적인 지원
이 필요하며,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과 같은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국민 전체적으로
척수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진 해외 사례 중 영국과 스위스의 경우는 척수
손상센터가 존재한다. 이곳에서는 척수발생부터 의료적 치료, 재활치료, 재활훈련,
일상생활동작 등의 사회복귀 준비와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통합관리체계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전문적인 척수손상센터는 존재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는 영국과 스
위스와는 달리 척수손상센터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척수손상재활인증
제도가 있어 일반 대학병원과 재활병원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장애계
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전환재활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가기 전 노인 등 다른 유형과 함께 치료하고 있는
재활병원에 전환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박종균, 2014).
현재 척수장애인은 법정 장애유형에서 지체장애로 분류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는
파악 할 수 없으나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2015, 2012) 등에 의하면
낙상, 자동차, 산업재해, 레저사고, 질병 등으로 1년에 2,000여명 이상의 척수장애
인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 약 85,000명의 척수장애인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활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척수손상 후 입원치료기간이 평균
30개월 정도로 척수손상 후 병원을 불필요하게 전전하고 있다. 이는 미국 평균 입
원기간 2개월이나 유럽 평균 7개월의 입원기간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으로 선진
국의 경우처럼 체계적이고 준비된 일상복귀 훈련과 최적의 보조기기 지원,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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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개선 등이 수반된다면 척수장애인은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할 것이다(김종인,
2016).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2010년도에 척수장애인의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있는 척수센터와 같은 모델을 가정한 ‘한국척수센터 설립 및 운
영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척수센터는 아급성기부
터 사회복귀훈련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병원에서부터 직업재활에 대한 실천
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설계되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0년 기획재정부에게 한국척수센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
다. 그러나 신청결과, 기각이라는 의견을 받은 후 ‘한국척수센터’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척수장애 유형에 대한 법
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음은 한국사회는 아직 의료적인 재활이 중심이 되
어 사회적 재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훈련에 대한 효과입증을 위해
2010년도부터 지역사회기반의 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이하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협회 내에 중앙센터를
개소하였고, 2011년부터 지방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현재 시점 국비
지원의 척수장애인훈련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는 총 7개소(부산, 대전, 경기, 충
남, 전북, 경북, 경남)로 이곳에서는 상담,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 총체적인 재활서
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이 매년 공모방식으로 척수장애인중도
재활사업을 위탁지정 받고,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센터
는 지금까지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비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척수장애인
에게 적절한 지역사회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한 한국의 척수장애인 대상 재활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해
결방안으로 지금까지 7년 동안 운영해 온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 이해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센터가 한국사회의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서의 역할 및 기능을 제안하는 것으로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척수장애인 재활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상 문제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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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협력기관의 전문가 및 센터 종
사와 관계자, 센터의 서비스 이용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전환의 방향과 운영모델(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척수장애인이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지원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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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과 내용

척수장애인의 병원 치료 이후 조기 사회복귀 및 적응은 장애이전의 삶의 질 유지
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 체계
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문헌분석을 통해 국내외 재활서비스 및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에서의 다양한 척수장애인 재활체계의 모형을 구상할 때 새로운 기능전환의 방향
등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최근 장
애인재활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둘째, 현장조사를 통해 국내의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재활원,
연대세브란스 병원, 산재병원, 개인재활병원, 척수협회에서 운영하는 일상홈의 운
영현황을 살펴보았고, 부산, 경기, 충남 등의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관찰하였다. 이와 같이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기관들의 사업과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센터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맞는
핵심사업을 도출하였다.
셋째,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 관련 제공기관 현장 전문가와 센터 관계자를 대상
으로 FGI을 2회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국내의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재활병원,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재활스포츠 센터,
보조기기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두 번
째는 센터 관계자인 직원, 정보메신저,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
로 초점집단을 구성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문내용으로는 센터의 의의, 센터
의 기능과 역할의 유지 또는 강화 필요성, 센터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간의 척수장
애인 재활서비스의 차별성, 센터에서 추가해야 할 서비스 또는 사업 등이며, 특히
센터 관계자들에게는 센터 운영과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 또는 애로사항
등을 추가로 논의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관련 학계 등으로 자문위원단을 구
성하여 자문회의를 통해 한국의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의 정책방향과 센터의 역할
과 기능 정립에 대한 방안에 대해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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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계자 의견조사, 척수장애인 이용자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 체계와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문내용으로 자문회의
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척수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서비스 이용실
태와 욕구, 센터에 희망하는 사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
용한 적이 있는 이용자에게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추가되어야 할 서비스,
우선순위 등에 대해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을 이용하였다. 두 번째는 척수장애인들
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
다. 조사 내용은 지역사회에서의 척수장애인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이용 실태와 욕
구 등이다.

제1장 서론

7

3

연구 수행 체계

본 연구는 한국의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연구수행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이러한 연
구수행체계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센터의 기능전환에 대한 모델 제시와의 연관
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척수장애인재활센터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재
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기관과의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지역센터
들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통해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현재
운영하고 센터의 기능전환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센터에서 제공한 재활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들의 서비스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거주 척수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
하기 위해 양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센터
의 핵심 및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데 활용하였다.
다음은 지역사회 내 센터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새로운 기능전환을 모색하는 센터의 협력체계 모델을 구상하
는 데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 및 국내 사례 등을 통해 센터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전략과제
를 설정하였고, 이용자의 욕구조사와 관계자들의 의견조사를 근거로 센터의 핵심
및 신규 사업과 기능전환에서 중요한 협력체계 모델을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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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향 설정
ê
문헌조사 및 국내 재활서비스 관계기관 현장 방문
-문헌조사
･ 국내외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 현황
･ 국내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 관계기관 운영 등
선행연구 검토
･ 영국, 스위스,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 사이트
방문연구 자료 및 사이트 검색
-현장조사
･ 국립재활원, 산재병원, 민간재활병원, 지역센터
등 방문
ê
양적조사

질적조사

- 대상: 지역사회 거주 척수장애인 당사자
- 방법: 설문조사
- 내용:
･ 센터 사업 참여자: 센터의 사업 이용
후 나타난 심리정서 및 사회복귀 변
화 정도, 센터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에 대한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
족도, 향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거
나 제공해주기 바라는 사업 등
･ 센터 사업 미참여자: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서비스 욕구 등

- 대상: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 현장전문
가 및 센터 관계자
- 방법: 초점집단인터뷰
- 내용:
･ 센터의 의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 혹
은 강화할 필요성,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사업에 있어서의 차별성, 센터에
서 추가해야 할 사업,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 협력기관과 협력 내용, 센터
운영의 어려운 점 등

ê
전문가 자문회의
ê
센터 기능전환을 위한 전제조건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 도출
ê
보고서 발간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제1장 서론

9

Ⅱ. 장애인재활서비스의 이해

1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변화

우리나라의 장애유형 분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과 ｢특수교육법｣상 장
애유형의 구분이 다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애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각
법률이 제정된 목적에 따라 장애유형을 다르게 구분하고, 장애의 정의를 다르게 하
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상
15종류의 장애유형 외에도 장애는 다르게 분류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
애분류가 의학적인 기준에 따른 분류였다면, 장애발생원인, 거주환경, 장애의 경
중, 학력, 성별, 생애주기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를 분류할 수 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에서도 장애의 분류와 장애의 이해가 중요하다. 우선 거주환
경에 따른 분류에서 재가장애인과 거주시설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도 다른 접근의 재활서
비스가 필요하며, 장애의 발생 시기에 따라서 분류 할 수 있는 선천적장애인과 후
천적장애인의 경우에도 재활관련 서비스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원인에서 선천
적 원인의 경우는 4.7%이며, 출산시의 원인이 1.3%, 그리고 후천적 질환과 사고
원인불명의 경우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전체장애인 중에서 선천적장애
인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장애인을 모두 포함해도 6%뿐이며 나머지 94%는 후천
적장애인이거나 원인불명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지
체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를 보면 1~4세가 9.4%, 5~9세가 2.6%, 10~19세가
5.2%로 나타난다. 즉, 17.2%가 20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고 나머지 82.8%의 지체
장애인이 만20세 이후에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中途)장애인은 어느 시기까지는 비장애인으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사고
나 재해, 난치병에 의해 장애인이 된 경우(석말숙, 2003)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손
연숙(2011)은 ‘어느 시기까지는 비장애인으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사고나 난치병
등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를 중도장애인이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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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은 중도(中途), 중복(重複), 중증(重症)의 장애라는 특징을 가진다(박
종균, 2016). 척수장애인은 대부분 장루・요루장애와 성기능 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복장애이다. 또한 2015년 척수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척수장애인의 경우
장애1급이 92.1%이고, 장애2급의 경우가 5.7%에 해당되어 97.8%의 척수장애인이
장애2급 이상에 해당되므로 척수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된다.
또한 척수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의 하위유형이므로 지체장애인의 82.8%가 20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되므로 대부분의 척수장애인도 중도장애인에 해당된다. 중도장
애인으로서 척수장애인은 선천적장애인과 달리 장애이전의 사회경험이 있어 사회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화교육이나 대인관계기술훈련, 직장적응훈련 등이 거
의 필요 없다. 또한 전체장애인 중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43.4%
에 불과한 것과는 달리(보건복지부, 2014) 척수장애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81.0%나 된다(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15).
2015년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척수장애인의 경우 장애이전
에는 무직이 14.0%에 불과 했지만, 척수장애 이후에는 73.0%가 무직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중증의 장애를 가졌지만 70.7%의 척수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싶
어 한다. 이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이전의 직업경험이 있어 장애이후
에도 직업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은 장애, 편의시설, 인식 등의 사정으
로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장애인의 사회참여 과정을 살펴보면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
명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었
고 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로 구분되어 시설에 수용되는
시설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1940년대 이후 북유럽에서 시작된 정
상화(normalization)이념은 장애인이 거주시설로부터 나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
과 함께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결국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70
년대부터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CBR :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을 선언하
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의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재활’은 상이군인과 함께 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의 원인으로
발생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 심리재활, 교육재활, 사
회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장애이전의 삶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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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재활(CBR :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은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이 탈
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장애이후 재활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이전의 삶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과정에서 미국의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재활(CBR :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당사자주의(consumerism)를 통해 재활서비스의 객체
에서 주체로의 전환을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영국의 장애학에서
시작된 장애의 사회적모델(the social model)은 기존의 시혜적관점의 재활서비스,
전문가중심의 재활서비스에서 소비자중심의 재활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
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보호받는(protection) 존재에서 적극적인 사회성원으로,
수동적이며 의존적 존재에서 능동적이며 시민이 권리를 인정하는 모델로 바뀌었다.
2006년 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full participation)을
추구하고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장애인
과 차별이 없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지역사회에서 인
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인권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는 의료재활서비스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심리재활, 사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제한되어 중도장애인의 장애이후 사회복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제26조에서도 협약당사국은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
비스를 강화하고 확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WHO 세계장애보고서(세계보
건기구, 2012)에서도 재활서비스의 정책과 법률, 전달체계의 개혁, 재원, 전문인력,
연구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적체계가 없어 중도장애이후 장애이전의 삶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오랜 병원생활로
환자역할이 강요되고, 사회적 역할이 박탈된 무기력한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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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CBR)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이 많이 생겨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생활센터(ILC)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
동을 하고 있지만 척수장애인을 비롯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인력, 전
문기관, 관련예산, 통합적 재활체계, 관련정책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척수장애인의 재활체계가 잘 준비된 선진국의 경우 척수장애발생에서 사회복귀
까지 약 3~8개월 정도 소요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입원치료기간만 평균
29.98개월이고 퇴원이후도 장애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요원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수요자관점의 척수장애인재활체계, 사람중심(PCP, person
centered planning)재활체계가 준비되어 척수장애인들이 빠른 시일에 사회복귀를
하고, 장애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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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재활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

장애인의 재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 해 본 결과 크게 재활의료, 재활공학,
재활간호, 재활체육 그리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관련된 연구로 구분할 수 있
었다. 척수장애와 관련한 연구는 특히 의학의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연구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재활의료관점의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는데, 척수 신경손상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척수손상 이후 기능회복과 관련한 연
구(이경희, 2004), 척수 손상 이후 신경 재성장에 관한 연구(장문녀, 2009), 척수손
상과 관련하여 신경전달 영향에 관한 연구(김근수, 2000), 척수손상 이후 신경계
기능회복에 관한 연구(김용래, 2008) 등 척수손상 이후의 신경재생에 관련된 연구
가 있었다. 그리고 척수손상 이후 약물, 재활, 이식, 심리치료 등 치료적 중재에 관
한 연구(임우택, 최봉삼, 2017), 호흡운동치료에 관한 연구(오덕원, 2016) 등 치료
와 장애예방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또한 초기 집중 재활치료의 표준에 대한 연
구(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4)가 최근에 있었다.
재활간호 영역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성과 관련한 연구가 많았는데, 경수장애인부
부의 성경험에 관한 연구(고정은, 2000; 김선정, 임지영, 조인숙, 함옥경, 2008; 정
효선, 2003; 강현숙, 고정은, 서연옥, 이은희, 1999; 김영희, 조복희, 2000) 등이
있었고, 척수장애인의 가정간호에 대한 연구(서미혜, 박종미, 1991)와 척수장애인
의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김선홍, 2016)가 있었다.
재활공학 분야에서는 보조공학을 통한 지역사회복귀에 대한 연구(장우석, 우성
기, 하소연, 2014), 척수장애인의 글쓰기 보조기구에 대한 연구(박지영, 임명준, 이
금주, 권효순, 최현, 2015), 보조로봇 사용성 연구(김지해, 권오성, 2015; 채수영,
안나연, 2012) 등 척수장애인이 보조공학을 통해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있
었다.
재활심리 영역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장애수용과 관련한 연구(유미나, 이근매,
2016; 이문숙, 2011; 남연희, 한승길, 문성호, 2015; 신미정, 박혜연, 2012; 황경
열, 박재현, 2015; 오혜경, 이희숙, 2011), 척수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연
구(이익섭, 신응경, 이민규, 이범석, 2007; 이금주, 장혜인, 이범석, 이지은, 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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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김은주, 2015; 김영희, 조복희, 2000; 황혜민, 2013) , 척수장애인의 사회통합
에 관한 연구(신응경, 최정아, 2007; 남연희, 한승길, 김강수, 2014), 척수장애인의
분노에 대한 연구(김지혜, 황경열, 박재현, 2012)등이 있었다.
재활체육과 관련한 연구로는 체육활동과 일상생활과 관련연구(김희정, 2007), 건
강체력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김동만, 한민규, 2010), 척수장애인의 신체활동에 대
한 연구(강선영, 2014), 스포츠적응과정에 대한 연구(임찬규, 박병도, 2010), 척수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김춘종, 송호준, 2014), 척수장애인의 비만도
평가 연구(김인애, 김동만, 한민규, 2010)등이 있었다.
기타 운전재활(박진혁, 허서윤, 서준, 박지혁, 2016), 작업치료 영역의 손기능훈
련(이정규, 김종태, 이지은, 2016), 직업경험에 관한 연구(남연희, 김영삼, 한승길,
2011), 척수장애인 배우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권미자, 2015), 취업척수장애인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황상희, 2013)가 있었다. 척수장애이후 운전, 손기능, 직업,
배우자 등 다양한 연구가 최근에 있었다.
이러한 척수장애인에 대한 의료, 재활공학, 재활체육, 재활간호영역 외에 척수장
애인이 실질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연구는 2010년 전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2010년 이전에는 중도척수손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체계모형연구(이경희,
1995)에서 척수장애인의 재활체계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병원기반 재
활서비스 연구로 노인 및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ICF 활용방안 연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06) 등이 있다. 또한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에 대한 연구
로 사회복귀 이전단계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배정현, 서동명, 2008)가 있었다.
2010년 이후 척수장애인의 재활체계와 관련된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재활서비스 모형개발(국립재활원, 2010), 한국척수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연구
(장애인개발원, 2010), 척수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승주, 김용섭, 2012), 후천적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대응과제(장애인개발원,
2012), 병원기반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국립
재활원, 2013), 한국형 전환재활시스템 연구(박종균, 2014), 병원기반 사회복귀 지
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호승희, 유소연, 김예순, 방문석, 이범석, 김동아, 김은
주, 김현경, 2015), 척수장애인의 일상복귀에 관한 연구(최혜영, 정도선, 김종인,
2017),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체계 개선방안연구 (서해정 외, 2016)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2010년 전후 장애인 재활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병원기반의 재활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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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머물러 있으며, 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전달체계에서의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체계에 관한 연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CRPD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full participation)를 위한 척수장애인의 사회복
귀, 재활체계에 관련한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척수장애인의 통계
를 기반으로 한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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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의 현황에 대해서는 사회복귀가 어려운 것과 관련하여 척
수장애인 당사자와 언론에서는 다음 3가지의 신조어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희망고문’이다. 척수장애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불완전마비
의 경우 간혹 증세의 호전이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척수가 손상이 되고 나면 장애이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척수장애
가 발생되고 나면 장애당사자에게 척수장애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제 장애인으로
의 삶을 준비해야 함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고지하는 방법이 의사의 성향에 따라
매우 다르다.
척수장애인의 재활체계가 잘 준비된 선진국의 경우 재활심리전문가가 척수손상
환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에 척수손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될 것임을 고지하고 장애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척수손상환자가 마음의 준비도 되기 전에 바로 고지하여
자살을 시도하게 하거나, 아무도 고지를 하지 않아 희망의 끈을 몇 년이 지나도 놓
지 않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희망고문’이라 한다.
둘째, ‘병원탐방’이다. 2015년 척수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척수장애인의 경우
입원치료를 하는 병원수가 평균 3.16곳이고, 5곳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18.1%가 된다. 스위스처럼 척수장애재활체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응급기
수술에서 사회복귀까지 한 곳의 병원에서 모두 해결하거나, 응급기의 수술과 사회
복귀훈련이 분리되어 있는 스웨덴의 경우 응급 수술을 하는 병원과 사회복귀훈련
을 하는 병원이 각각 1곳씩 2개의 병원을 경험하고 나면 바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이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기 수술 이후 재활병원을 전전하고 다시 응급기 수
술 병원으로 재입원을 하고, 결국 척수장애인 스스로가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느끼거나 그동안 준비되지 못했던 주택이 준비 될 때 까지 최소 3~5개의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데 이를 ‘병원탐방’이라고 한다.
셋째, ‘재활난민’이다. 의료수가의 문제로 보통 병원에서는 척수손상환자에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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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의 입원기간을 정한다. 척수손상환자는 입원이 확정되면 3개월 뒤에 전원을 해
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기 때문에 입원하면서 3개월 뒤에 옮겨갈 병원을 찾아야
한다. 병원에서는 척수손상환자가 사회복귀를 하거나 장애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재활체계를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도장애인
의 재활체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고 재활병
원에서 사회복귀훈련이 끝나면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다시 3차 의료
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욕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척수손상환자가 더 이상 병원치료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거나 희망고문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3차 의료기관과 재활병원을 3개월에 한 번씩 반복하여 이동한
다. 퇴원을 하고 싶어도 장애이전에 생활하던 주택이 장애이후에 휠체어 이용 등의
상황변화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 개조, 이사
를 할 때까지 병원을 전전해야 한다. 장기간 병원생활을 하는 것을 ‘재활난민’이라
한다.
이와 같이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는 ‘희망고문’, ‘병원탐방’, ‘재활난민’이라는 용
어로 그 어려움이 설명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척수장애인의 재활서비
스 현황이기도 하다. 우선, ‘희망고문’에서는 척수손상의 발생 이후 전문적인 대응
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현대의학에서 척수손상의 치료를 할 수 없는 것
이라면 척수손상환자에게 치료의 희망을 가지며 몇 년씩 병원생활을 하도록 방치
하지 말고 되도록 빨리 척수장애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이전의 삶으로 돌아
가기 위해 장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재활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병원탐방’이라는 용어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수가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척수장애인의 경우 평균 입원치료 병원수가 3.16 곳에서 많게는 10
개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고 있지만 각각의 병원마다 척수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획
기적인 방법은 없고, 병원마다 거의 같은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약물치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결국 사회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황금 같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병원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적 재활
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 재활에는 의료수가가
적용되지 않아서 약 3~4개월이 지나면 다른 병원으로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
‘재활난민’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중도장애(척수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어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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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체계에 문제를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이 되고 있다. 척수손상이 발생되고 나면
평균 29.98개월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15), 그 이후
에 상당기간 통원치료를 받는다. 또한 병원을 퇴원한다고 해서 장애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척수손상이후 개인은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하지 못하여 소득
이 감소되어 결국 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지는 최저생활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또한 장애당사자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과 함께 희망이 없는 무기력한 삶을 유지해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은
오랜 간병으로 인해 소진되고, 병원비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며, 장애당
사자와 가족이 장애를 수용하지 못할 때는 이혼 등의 가족붕괴로 이어진다.
한편, 척수장애가 발생되면 척수장애인에게는 크게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인 어
려움이 발생한다. 우선 신체적 어려움으로는 척수장애로 인한 마비로 장애이전의
건강한 몸에서 장애이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운동신경마비와 감각신경마비
증상이 그 첫 번째 어려움이다. 그리고 신경통증, 자율신경계 기능상실, 성기능 상
실, 배변배뇨의 기능상실, 경수 손상의 경우 호흡기능의 장애 등 매우 다양한 신체
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척수장애인의 신체적인 어려움은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인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어
려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척수
장애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욕창, 방광염, 기립성저혈압,
자율신경 반사이상, 이소성골화증(異所性骨化症)1), 관절구축, 척수공동증(脊髓空洞
症)2), 경직 등의 장애이후 후유증상으로 평생 힘겹게 살아가야 한다.
다음, 심리적인 어려움으로는 외상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전신무력감, 낮아진 자존감, 우울증, 불안 및 분
노, 죄의식, 사회에 대한 적대감, 장애에 대한 부정, 학습된 무기력 등을 가진다.
특히, 본인의 장애를 수용하도록 하거나 장애에 대해 학습을 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국내의 척수장애인재활체계에서는 장애를 수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다양
한 심리적인 어려움이 발생된다. 능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도 장애학
습이 되지 않아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사회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장애수용이 되지 않으면 척수손상의 치료에 대한 희망의 끈을

1) 섬유성 조직이나 연골이 뼈나 뼈 모양조직으로 대체되는 증상
2) 척수 및 연수의 중앙부에 공동이 생기는 원인 불명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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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지 않게 되어 막연한 기대 속에 장기간의 병원생활을 하게 되며, 결국 장기간의
병원생활은 학습된 무기력을 습득하게 되어 수동적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 더 안타
까운 사실은 우리사회가 이러한 척수장애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을 보험제도로 악용하여 장기간 필요 없는 병원생활을 하는, 도덕적으로 문제
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한다(신수식, 2002).
환경적인 어려움으로는 가족과 주거, 직장,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있다. 우선 가
족의 어려움으로는 병원비의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측면과 오랜 병원생활 중에
간병으로 인한 소진(burnout), 가장이나 가족성원의 장애로 인한 가족역할에서의
이탈, 가족의 장애수용, 이혼, 장애인가족 자녀의 양육환경의 변화, 장애가족의 형
제자매의 조기 부모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척수장애인들은 대부분 중증장애로 휠체어 등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이용하
는 데 주택의 주 출입로, 주차장, 화장실 등의 주거환경이 장애이후 휠체어의 접근
을 제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개조하는 비용 등의 문제로
퇴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해야 하는 환경
이 병원환경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도 병원퇴원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이다. 척
수장애인의 경우는 장애 이전의 직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은 사업주의 장애인
식이 낮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이나, 주거환경처럼 직장환경이 장애이후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직장편의시설, 원직복귀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태도, 장애에 대한 시민의식, 장애이후 보상체계 등이 척수장애인들이 장애
이후 경험하는 환경적인 어려움이다.
이와 같이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현황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척수장
애인들이 조기 사회복귀가 되지 않는 이유들로는 공급자중심의 재활체계, 의료중
심재활체계,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지 않는 재활체계, 재활심리 접근의 부재, 척수
장애 유형분리의 문제, 의료수가의 문제, 주거환경의 문제, 전환재활서비스(TRS)의
부재,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 등이 있다.
우선 공급자중심의 재활체계 문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재활, 심리재활, 교육
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 등의 재활영역에 따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문
제는 이러한 재활체계가 재활서비스의 수요자인 중도장애인 중심의 재활체계가 아
닌 공급자 중심의 재활체계라는 문제가 있다. 의료재활의 경우 병원에서 수술, 물
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제공하는 데, 척수장애인재활센터가 없는 현실에서 한 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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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료재활이나 사회복귀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척수장애인은 옮겨가는 병원마다 새로운 검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하고, 병원마다
거의 유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재활서비스의 수요자인 척수장애인은
장애발생에서부터, 의료, 심리, 교육, 사회, 직업재활까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장애발생이후 척수장애인이 스스로 병원
을 찾아야 하고 스스로 재활서비스를 찾아서 받아야 하는 공급자 중심의 재활체계
에서 척수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는 요원하다.
둘째는 의료중심재활체계의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재활’
은 의료재활, 심리재활, 교육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우
리나라의 경우 예산과 전문인력이 모두 의료재활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척수장애인이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재활 외에도 재활과정의 심리를 다루
어야 하는 심리재활, 재사회화(resocialization)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재활, 학
령기 이전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와 장애이후에 척수장애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
는 교육재활, 그리고 원직복귀 등 직업생활로 복귀를 지원하는 직업재활이 함께 필
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심리재활과 사회재활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직업재활
도 선천성 장애인이나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재활에만 치중되어 있고, 중도장애인
의 원직복귀, 원직장타직무, 타직장원직무, 타직장타직무, 창업 등에 대한 체계적
인 재활서비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는 사회복귀의 정의와 목표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복귀를 영어로 표기할 때,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나 return to normal social life로 표기를 한다. 국어사
전에는 사회복귀라는 용어가 없으며, 사회복지학사전(이철수, 2013)에서는 사회생
활복귀라는 용어를 participation in social life로 표기를 한다. 또한 사회복귀는 ‘본
래적으로 인간에게 맞는 권리, 자격, 권위의 회복을 의미하며, 장애인의 예로는 단
순한 신체상의 운동기능 장애의 회복 및 심리적, 경제적, 직업적 등의 장애를 전인
간적인 입장에서 복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종균(2014)의 연구에서도
사회복귀를 척수장애인이 척수손상으로 병원치료 이후 사회복귀훈련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 직장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것을 사회복귀라고 정
의하고 있다. 결국 사회복귀는 장애이전의 삶으로 회복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쉽게도 이러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되
는 재활체계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중도장애인재활체계가 잘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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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귀에 대한 목표가 장애이전의 삶의 회복이 목표가 되
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학자에 따라, 관련 기관에 따라 병원퇴원이 사회복귀라
고 정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공급자중심의 재
활체계, 의료중심의 재활체계, 사회복귀의 목표에 관한 문제 외에도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이유로는 척수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 유형분리가 되지 않아 척
수장애에 대한 연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 심리재활과 사회재활
등이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의료 수가에 빠져 있거나 부족한 점, 병원퇴원 후
의 주거환경의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 인 것들이 우리나라 척수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막고 있는 장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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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1)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립 목적 및 배경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척수장애는 법정 장애유형이 아니므로 척수장애인
의 특성을 고려한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관이나 기
관이 전혀 없어 병원의 의료적 재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척
수장애인은 대부분 사회생활을 경험한 중도 장애인으로서 가족과 동료의 지지, 체
계적인 재활 훈련과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장애 발생 이전의 일상의 삶과 당당
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척수장애인들에게 교육, 상담, 훈련
프로그램 등 총체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척수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지역사회(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
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2) 조직 및 운영 체계
현재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전국 14개 시․도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2010년에 중앙센터를 개소하고, 2011년부터 지방센
터로 확대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에는 보건복지부 ‘척수장애인재활훈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센터(이하 수행센터) 3개소를 선정하였고, 점차적으로
2014년에는 4개소, 2015년부터는 7개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그림 Ⅱ-1]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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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7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예산 감액으로
인해 센터별 지원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도에는 센터별 1억 원을 지원
하였지만 현재는 센터 당 6,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Ⅱ-1> 2012~2017년도 센터별 지원금
(단위: 백만 원)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센터별 지원금

100

90

70

70

65

65

국고지원 센터 수

3

3

4

7

7

7

(수행센터) 총액

300

270

360

490

455

455

보건복지부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수행센터의 조직은 센터
장(협회장 겸직 가능) 1명과 담당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자 중 1명은 척
수장애인 직원을 의무 고용하고 있다.
<표 Ⅱ-2> 척수장애인재활지원사업 담당 지원 현황
중앙센터
비장애인

수행센터
비장애인

년도

합계(명)

2011

4

1

3

-

-

2012

10

1

3

3

3

2013

15

2

1

8

4

2014

15

1

2

8

4

2015

18

1

3

7

7

2016

18

1

3

8

6

2017

18

1

3

7

7

척수

척수

또한 아직 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지역(인천, 세종, 울산)의 척수장애인은 인근 지
역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척수장애인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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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개소 현황(2017년 기준)

3) 사업 내용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척수장애인이 지역사회(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목적에 따라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을 발굴하고, 특화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를 통해 척수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 상담지원(Counseling): 전국 단일망 콜센터 및 솔루션위원회를 통한 척수장애
인 상담 지원 및 개별지원 대상자 사례회의 실시
○ 파견사업(Outreaching):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의 일상복귀 지원을 위해 찾
아가는 서비스 실시(찾아가는 정보메신저, 찾아가는 헬스케어 등)
-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입원해 있는 척수손상 환자들이 긍정적 장애 수용과
준비된 사회(일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찾아가는 헬스케어: 자가운동법, 스트레칭 등을 교육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
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재활훈련(Training): 사회복귀를 위한 동기부여 및 사회적응 훈련실시(척수장
애인 지역사회복귀훈련, 희망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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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훈련: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
착할 수 있도록 휠체어 기술, 사회적응 훈련 등을 지원
- 희망특강: 척수장애인 당사자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한 사회복귀 동기 부여
○ 운영지원(Networking): 지방센터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서
비스 제공
척수장애인은 갑작스럽고 영구적인 장애로 인하여 불안과 분노, 적대감과 공격
적인 행동, 죄의식, 장애에 대한 부정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다. 또한 가
정, 직장에서의 역할과 지위 상실로 인해 자존감도 저하된다. 따라서 긍정적 장애
수용을 위한 상담지원(Counseling)과 파견사업(Outreaching)은 필수불가결한 사업
이다.
2012년부터 척수장애인 심리상담가를 양성하여 칩거하고 있는 재가 척수장애인
들을 대상으로 파견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초기 척수손
상 환자들을 만나 올바른 장애수용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척수장애인
정보메신저를 양성하여 파견하였다. 2013년에 수도권 지역의 재활병원을 시작으로
진행된 정보메신저 파견사업은 2017년 현재 전국 40여개의 병원으로 확대되었으
며, 의료진 및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성과
2014년까지 센터의 사업은 다소 단순 수량적 실적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15년부터 척수장애인 사례 중심의 ‘개별지원’을 시작하며 사업의 질적 향상에 본
격적인 박차를 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장애인의 사회복귀, 특히 척수장애
인의 사회복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와 개념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지
원센터의 성과를 단순히 숫자로 도출된 결과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
상자의 심리적 변화와 삶의 전환은 획일적인 상담과 훈련의 횟수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척수손상 레벨과 재활과정, 생활환경, 가족 및 주변 사람들
의 지지 등 사회복귀와 관련해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개인마다 다른 것도 구체적
인 성과지표로 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래서 센터 사업의 중점을 척수장애인의 장기 입원 및 퇴원 후 칩거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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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추고,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지역사회복귀훈련, 찾아가는 헬스케어 사업 등과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개별지원을 통해 척수장애인의 일상생활 복귀에 집중하
였다.
<표 Ⅱ-3> 척수장애인 사례 중심의 ‘개별 지원’ 성과
구분

2015년

2016년

총계

초기/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38명

59명

97명

개별지원

42명

73명

115명

20명

35명

일상복귀
총계

55명
267명

※ 개별지원 성과에는 중복 사례도 포함된다.

위 표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항목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항목인 “칩거/초기 척수장애인 발굴”에서 칩거 장애인으로 판단하는 기
준은, 외출 횟수가 월 2회를 넘지 않고 외출의 목적이 병원진료로 한정되는 재가
장애인, 또는 입원 척수손상 환자 중 장애 발생 후 입원 기간이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없이 병원생활을 지속하는 경우를 칩거로 간주한다. 초기 척수장애
인은 척수손상 기간 1년 미만으로 척수장애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로 보았
다. 칩거/초기 발굴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개별지원 대상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두 번째, “개별지원”은 척수장애인 대상자 개인의 욕구에 따르는 맞춤형 지원을
의미한다. 상담부터 자원연계, 간단한 휠체어 기술 훈련부터 직업 연계까지 이어지
기도 한다. 사회복귀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나 상황을 대상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악간의 지원으로 사회복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때 제공한다. 개별지원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 있던 척수장애인
을 능동적 참여를 요구하는 사업에 연계하여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배가시켜 사회
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에게는
물질적 자원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면 찾아
가는 헬스케어나 매트리스 클리닝 같은 서비스를 받은 칩거 척수장애인에게 지역
사회복귀훈련이나 지역의 장애인스포츠 자조모임을 연계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함으
로 칩거 생활을 탈출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가의 활동형 휠체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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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지 못하거나 주거환경의 불편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경우 직접적인 도움으
로 사회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 “일상복귀”는 개별지원을 통해 사회복귀에 성공한 사례를 의미한다. 다
시 말해 “사회복귀”와 같은 개념으로 장애 이전처럼 능동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회복귀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용어다.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 척수장애인들이 몇 년씩 장기적으로 병
원생활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 걸 감안하면 반드시 직업을 가지지 않는다 해도 지역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일상생활을 영위하
게 된다면 사회복귀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척수장애인 대상자가
개별지원을 통해 규칙적인 사회활동, 즉 스포츠 참여, 경제활동 참여, 취미/여가활
동 참여, 학업/직업 활동 등을 하게 될 때 “일상복귀” 성과로 분류한다.
다음 총 5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척수장애인의 일상복귀를 위한 개별지
원 및 자원연계 진행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1
김○○씨는 칩거 상태에서 개별지원을 통해 일상복귀까지 이어진 경우이며,
2015년 10월에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의 요청으로 접수되었다. 1999년 중학
교 3학년(당시 16세)에 척수염 수술 후유증으로 경수 4-5번 사지마비 장애가 발생
하였고, 이후 학교도 중퇴하고 16년 동안 병원 진료 이외에는 외출이나 외부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집에서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며 칩거 상태였다. 게다가 80kg
가 넘는 체중에도 불구하고 침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장애인콜택시나 전동휠체어도
사용하지 않아 부모가 전적으로 모든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머니는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지속된 간병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고, 부모는 아
들을 돌보는 방식과 재활 등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어 갈등을 빚고 있었다.
첫 방문하여 상담할 때 대상자는 재활이나 사회활동에 대해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본인의 장애 정도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6년 동안 장애수
용조차 되지 않았고 척수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였다. 우선은 장애에도 불
구하고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부모
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갈등이 아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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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한 재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는 무리가 없
었다. 대상자의 장애수용을 위해 최중증 척수장애인을 소개하고 자조모임을 연계
하였다. 또한 입원을 통해 전동휠체어 훈련도 받았다. 중학교 때 중단한 학업도 지
속할 수 있도록 장애인 검정고시 준비를 돕는 기관을 소개하고 외부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이어갔다.
의지를 가지게 되자 대상자는 매우 빠르게 변화되었다.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하
고 6개월 만에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대입 검정고시까지 합격하고 10개월 만에
40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 열등감도 사라졌다. 이후 2016년도 하반기에 한국
교통연구원 홈페이지․블로그 관리직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2017년도 봄에 방
송통신대학에 합격하여 현재는 활발하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자신이 칩거하며
보내 버린 16년의 허송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서 다른 척수장애인들이 자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사례 2
최○○씨는 2009년 교통사고로 경수 3-4번 사지마비 장애를 입었다. 부산에 살
다가 사고 후 2015년에 아내의 고향인 창원으로 이사를 오게 됐지만 낯선 지역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다른 척수장애인과 전혀 교류가 없어 1년 넘게 거의 집에만 머무
르는 칩거 상태였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정보메신저를 만나 개별지원 사례
로 접수되었다.
경남센터는 척수장애인을 연계하여 심리적 지지와 사화활동 참여를 독려하며 새
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도우며, 척수장애인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창원지역 스포츠동아리를 연계하고 서예교실과 부부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고 이전에 연극 활동을 하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재능
기부 할 수 있도록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를 연계하였다. 점차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향상된 자존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 강의 재능기부를 통해 자신감
으로 변화되었다. 현재는 창원시지회 행정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직업 활동
을 통해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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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조○○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4년도에 다이빙사고로 경수 5-6번 사지마비
장애를 입었다. 사고 후 학업을 중단하고 부산의 한 재활병원에서 3년 넘게 장기입
원을 하고 있던 중 정보메신저를 통해 발굴되었다. 상위 레벨 척수손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지 않아 신변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간병을 하는 어머니
와 종종 마찰이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정보메신저를 통해 심리적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였다. 또한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실시하며 퇴원 후에는 중앙회 “일
상홈”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사회적응 훈련에 참여하였다. 척수손상 초기에 지원받
은 휠체어가 활동하기에 너무 무겁고 투박하여 외부 후원을 연계하여 중고 활동형
휠체어 구입비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 한국복지대학교와 협의하여
장애상담과에 입학이 성사되었다.

사례 4
김○○씨는 학생 시절 발병한 폰히펠린다우병으로 인해 2002년도에 척수염이
다시 발병하여 척수손상이 생겼으며 경수 3번 불완전마비가 되었다. 기초생활수급
권자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가의 활동형 휠체어 구입이 어려워 일반형의 낡
고 무거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재활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또한 부모님과 함
께 사는 집은 농가주택이어서 퇴원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질병으
로 인한 척수손상이기 때문에 진행성인 점과 반복되는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 심리
적 불안감이 큰 상태였다.
재활이 늦어져서 신체 기능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의 찾아가는 헬스케
어 사업을 연계하여 근력강화 및 자가운동법을 실시하였고, 중앙회의 “일상홈”프로
그램을 연계하여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진행하였다. 활동형 휠체어 구입(200만원
외부 후원 연계)으로 활동 반경이 확대되었으며,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되며 사회성
과 자신감이 높아졌다. 임대아파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나 주거 문제가 아직 해결
되지 않아 현재는 청주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체험홈에서 생활하며 취업을 준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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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김○○씨는 경북센터의 정보메신저를 통해 칩거하고 있던 중 발굴되었으며,
2010년 10대 시절에 다이빙사고로 경수 5-6번 척수손상을 당했다. 장기입원하다
퇴원하였으나 또다시 집에서 나오지 않고 칩거하고 있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
작과 기술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정보메신저를 통해 재활훈련을 받으며 단기간에 활발하게 사회활동
에 참여하게 되었다. 경북협회의 사업을 연계하여 사고 후 처음으로 가족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데, 여행을 통해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으며 스
포츠 활동에 뛰어 들었다. 이후 경북도청 소속 휠체어럭비선수로 활약하며 다양한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본인이 도움을 받았던 정보메신저 활동에도 참
여하면서 2017년도에는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이다.
센터 사업의 성과는, 척수장애인이 장애 이전에 영위하던 일상생활 능력을 최대
한 회복하여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
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장애 이후에 낮아진 삶의 질
향상과 장애를 가지고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변화를 만들어 내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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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현황

1

국내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현황

이 장에서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의 기능과 역할정립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의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를 살펴보고
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척수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발생 이후의 재활서비스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척수장애의 발생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국립
교통재활병원, 산업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하병원, 상이군인의
경우에는 보훈공단의 보훈병원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질병이나 기타 원인으로 척수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응급
수술을 하고 민간재활병원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는다. 장애발생 원인으로 인한 재
활서비스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상이군인도 민간병원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장애인도 보훈공단의 보훈병원에서 재활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척수장애인의 경우 급성기에는 대학병원 등의 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의
과정을 거치고 아급성기에는 국립재활원, 권역별재활병원, 재활전문병원의 재활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활병원을 전전
하거나 다시 3차 의료기관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기
보다 척수손상의 치료에 대한 희망으로 상당한 기간을 병원을 옮겨 다니며 결국은
요양병원이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이 절에서의 국내 재활서비스 현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공공분야로는 근로복지공단, 국립재활원을, 민간분야에서는 파크사이드병원, 예은병
원3) 그리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제공되는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를 살펴본다.

1)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
근로복지공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3) 민간영역에서의 파크사이드병원과 예은병원의 현황을 소개한 이유는 최근 척수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입원하
고 있는 병원들 중 하나이고 다른 재활병원에 비해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새로운 재활서비스를 시
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기관들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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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0개의 산재병원과 2개의 재활훈련원 및 자립작업장 운영을 하는 근로복지
공사로 시작했다. 1995년에 근로복지공단이 설립이 되었으며, 2012년 대구산재병
원이 개원하면서 2017년 현재 9개의 직영병원과 1개의 요양병원 그리고 2개의 케
어센터를 두고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근로복지연구원과 산재
근로자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재활공학연구소와 직업성폐질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서비스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지향하면서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를 프로그램별 재활서비스와 요양단계별 재활서비스로 구분하
여 제공한다. 요양단계별로 급성기에는 심리상담 서비스, 희망 찾기 프로그램, 가
족화합지원프로그램, 집중재활치료, 멘토링 프로그램,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을 지
원하고 있다. 다음, 회복기에는 재활스포츠지원, 작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프로
그램, 원직장복귀사업주지원, 직업훈련지원, 취업알선지원, 취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직업복귀기에는 사회적응프로그램, 합병증 등 예방관
리, 작업능력평가, 케어센터운영, 창업지원, 생활안정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다. 이
러한 서비스 중에 대체인력지원금과 직장복귀지원금 그리고 직장적응훈련비 등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 지원서비스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서비스는 척수손상의 발생에서부터 직업복귀까지 산재근로
자를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활서비스이므로 직업복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른 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Ⅲ-1>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서비스를 재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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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산재병원 재활서비스
구분

재활상담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내용
･
･
･
･
･
･

담당

기초상담
심리재활서비스
사회재활서비스
사례관리대상 선정
직업평가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부

･ 심리상담
･ 희망 찾기: 스트레스, 정서불안 해소
･ 사회적응프로그램: 자기관리 능력, 지역사회적응
능력, 직업복귀와 창업을 위한 직업적응능력향상
･ 재활스포츠
･ 취미활동반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부

･
･
･
･
･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부

원직장 복귀지원
직업재활급여
창업지원
취업알선지원
직업훈련

캐어센터 운영

･ 경기케어센터: 60세 이상 1~3급 산재장해인
･ 강원케어센터: 고령․무의탁 진폐산재장해인
･ 본인부담금 있음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부

재활전문센터

･
･
･
･
･
･

물리, 작업치료
심리재활
특수재활요법: 신체적인 잔존능력개발
보장구 재활
수중재활전문치료
척추, 욕창, 통증클리닉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

재활공학연구소

･
･
･
･

직무지원용 재활보조기기 지원
산재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생활적응훈련
보장구 적응훈련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

야외 운동재활

･
･
･
･

탁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론볼장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

직업사회재활

･ 직업준비 집단프로그램:
Readiness
･ Team Conference
･ 직업평가

희망정원,

Work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

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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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은 1986년도에 기존의 중앙각심원을 폐지하고 신설하였다. 1994년
에 재활병원을 설치하였고 같은 해에 척수손상재활과를 설치하였다. 이후 척수손
상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270병상의 재활병원과 재활연구소,
스마트 홈의 생활관, 기숙사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의 나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
립재활원은 장애인운전지원과 등의 4개과와 척수손상재활과 등의 15개과, 1개 센
터의 재활병원부, 그리고 재활표준연구과를 비롯한 3개과로 구성된 재활연구소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척수손상재활학과에서는 관절운동, 균형운동, 호흡운동, 보
행운동, 휠체어기술운동, 이동기술운동, 풀 치료 등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재활심리평가 및 상담, 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사회사업이 있으며 방광, 성재활, 욕창, 경수손상인을 위한 보조기 클
리닉, 환자교육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등이 있다. 국립재활원에서는 척수손상재활
학과의 서비스 외에 전문치료 분야가 있는데 물리치료 등의 재활치료, 욕창클리닉
등의 특수클리닉, 운동 부하검사 등의 특수검사, 장애인 성 재활 사업 등의 특수재
활사업이 있다.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와 관련해서 국립재활원이 지원하는 서비스
중에서는 성 재활프로그램, 장애인운전지원프로그램, 재활체육 관련프로그램, 사회
복귀프로그램 지원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국내의 다른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기
관과 구분 되는 프로그램들이다.
국립재활원의 경우 이외 다양한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성 재활 프로그램, 운전재활 프로그램 등은 국내의 타 기관에서는 보기 어려운 재
활서비스이다. 또한 병원치료와 사회복귀지원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국립재활원의 특징이다. 그러나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 직업복귀와 관련한 재활
서비스에서는 앞선 설명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과는 기관의 역할의 차이로 인
해 서비스 내용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립재활원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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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국립재활원 사회복귀프로그램
영역
재활스포츠 체험
교육
사회생활지원
희망특강
심리・정서지원
여가문화
멘토링
진로지원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내용
･ 탁구, 수영, 휠체어농구 등
･ 개별교육, 집단교육
･ 복지시책, 주거개선, 장애인취업, 연금, 자산관리 등
･ 대중교통 이용훈련, 공공시설이용훈련
･ 필요에 따른 특별강의 제공
･ 예술치료 :음악, 미술, 공예, 원예, 댄스 등
･ 심리상담
･ 공연(연극, 영화, 공연 등)관람
･ 스포츠관람(야구, 농구, 축구 등)
･ 동료상담, 동료가정방문 등
･ 학업복귀지원
･ 직업복귀지원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복귀 자원연계

지원연계

･ 후원 등 경제지원, 보조기 지원
･ 주택개조 지원 등

가족지원

･ 부부상담, 가족상담

스마트홈 체험

･ 스마트 홈 및 독립생활거주 체험

출처: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3)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2002년 재활의학과 의원으로 출발하여 2006년에 개원한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
원은 우리나라 재활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7년에는 ‘대국민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파크사이
드 재활의학병원에서 실시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는 집으로 프로젝트, Fun &
Cook(펀 & 쿡) 프로그램, Fun & Play(펀 & 플레이) 프로그램 등이 있다. 다음 <표
Ⅲ-3>는 파크사이드 재활병원 재활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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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재활서비스
구 분

집으로 프로젝트

Fun & Cook
(펀 & 쿡)
프로그램
Fun & Play
(펀 & 플레이)
프로그램

연극치료

내 용
･ 병원퇴원 후 집으로 가서 일상생활 적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 전문팀 구성: 재활의학전문의, 재활치료사(물리, 작업, 언어), 재
활간호사, 의료장비업자, 인테리어업자, 의료공학자등이 다함께
참여
･ 직접 방문 서비스
･ 시장보기
･ 요리하기
･ 일상생활동작 훈련
･
･
･
･
･

즐겁게 치료하기
웃고 쉴 수 있도록 함
노래방
슬링을 이용한 놀이, 다양한 게임
스포츠 활동

･ 환자, 보호자,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의 발생으로 인한 환자와 가
족의 심리치료

출처: 국립재활원(2011). 장애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ICF기반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국립재활원. 재편집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의 경우 기존 병원치료중심의 재활서비스에서 벗어나
척수장애인이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
하고 있으며, 이 병원에서 이와 같은 재활서비스를 받고 퇴원한 척수장애인 2명을
고용하고 있다.

4) 예은병원
경기도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예은병원은 2007년도에 설립된 120병상 규모의 민
간재활병원이다. 예은병원은 현재 100여명의 입원환자 중에 80%가 척수손상환자
로 민간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척수장애인이 80명 정도 입원 해 있는 병원이다. 국내
의 경우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3차 의료기관과 공공 및 민간 재활병원은 의
료수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3개월 정도만 입원이 가능한 반면 예은병원은 척수손상
환자의 사회복귀가 준비될 수 있도록 약 1년 이상의 장기입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 내에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통증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복
도와 휴게실에 척수손상장애인들이 스스로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가 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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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많이 배치 해 놓고 있다. 또한 척수환자의 재활목표를 팀 회의를 통해서 수립
을 하고, 매월 기능평가,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자원연계, 개인에게 최적화된 퇴
원계획이 이루어지는 상담과 퇴원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병원치료중심의 서비스에
서 벗어나 척수장애인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려는 노
력을 한다. 특히 의료 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복귀프로그램인 외출, 지역사회활
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척수장애인의 직업복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음
<표 Ⅲ-4>는 예은병원 재활프로그램이다.
<표 Ⅲ-4> 예은병원 재활서비스
구 분

물리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훈련

재활스츠지원
보조기기 지원
교육지원

･
･
･
･
･
･
･
･
･
･
･
･
･
･
･
･
･
･
･
･
･

내 용
신경계의 기능을 회복, 증진
기능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촉진
중추신경계발달치료, 매트치료, 보행치료
척수손상환자의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강화
호흡치료, 전기자극치료, 도수치료, 바이오피드백훈련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신체기능을 향상
보상적 방법 취득
손기능훈련, 일상생활훈련, 필요한 보조도구 사용훈련
식사하기
세면하기
목욕하기
휠체어 이동하기 등의 일상생활훈련
마트 시장보기
외식하기, 식사준비 하기
자동차 트랜스퍼 훈련
지역사회기관 이용하기
토요탁구모임
신체기능 및 균형에 맞는 휠체어 선택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관련 업체 온라인 상담
척수장애인의 교육
보호자의 교육

출처: 한국척수장애인협회(2017). 중도 중증장애인의 일상의 삶 복귀 프로그램 국내세미나 자료집.

5)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2004년에 창립되어 척수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척수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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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영국, 미국,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등 선진국의 척수센터 등을 방문하고, 이후 2008년부터 매년 전
국 순회 척수장애인재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척수장애인재활지
원센터를 개소하였고, 2014년부터는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일상의 삶 복
귀프로그램을 통해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척수협회 내의 척수
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는 척수장애당사자 단체로서 동료지원(peer support)사업
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가족기
능 강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종합상담실과 종합정보센터, 지역사회복귀 훈
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협회와 센터 관계자들은 2013년 뉴질랜드 버우드척
수센터(Burwood Hospital Spinal Unit)를 방문하고 뉴질랜드의 전환재활시스템
(Transitional Rehabilitation)인 ‘Transitionz’의 한국형 프로그램을 ‘일상홈’이라는
공간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표 Ⅲ-5>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사회복귀 프로그램들이다.
<표 Ⅲ-5>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재활서비스
구분
정보제공사업

사회재활사업

역량강화사업

재활지원센터

일상의 삶 복귀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내용
재활정보소식지: ‘WHEEL 발행’
척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
전문서적 보급: 척수관련 전문재활정보
척수장애인 자조모임지원
동료상담가 파견
척수장애인 심리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파견
척수장애인 재활세미나
척수장애인 보조기구 관리 교육
베리어프리 하우스 사업
인터넷 종합정보센터 운영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 훈련 지원
종합상담실 운영(의료/성, 심리/복지, 장애인체육, 주거환경, 자립
생활, 보조기기)
척수장애인 가족기능 강화 워크숍
병원을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
일반가정과 유사한 장소(아파트)에서 일상생활을 경험, 훈련 함
일상코치와 입소자가 협의하여 훈련프로그램을 결정
실내프로그램과 실외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지역사회복귀, 원직장복귀, 중단된 학업복귀를 목표로 함

출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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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의 특징은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것과 척수장애인당사자의 참여, 그리고 국외의 다양한 척수재활센터의 방문과 연
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척수장애인의 재활서비스가 의료재활에만 머
물러 있는 국내의 여건에서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선진국의 재활서비
스체계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재활지원센터와 일상의 삶
복귀 프로그램은 척수장애인당사자들이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서비스라
는 특징이 있다.
다음 <표 Ⅲ-6>는 위에서 소개한 국내의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비교한 것이다.
<표 Ⅲ-6> 국내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재활서비스의 특징
제공기관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의 특징

근로복지공단

･
･
･
･
･

재원이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
직업복귀(원직장, 타직장, 창업)를 목표로 재활서비스를 지원
가족지원, 사업주 지원, 창업지원, 재활스포츠 지원의 서비스
맞춤형서비스
재활서비스과정에 척수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저조

국립재활원

･
･
･
･

국내 유일의 재활전문 국가 중앙기관
병원, 재활연구소, 지역사회재활교육이 연계됨
성 재활, 운전재활, 재활스포츠, 스마트홈 체험 등이 특징
재활서비스과정에 척수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저조

파크사이드 병원

･ 척수장애인의 재활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함
･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척수장애인 당사자를 채용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지향함

예은병원

･ 척수손상환자가 80명으로 많음
･ 의료 수가 외의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 함
･ 병원수익을 위한 단기입원이 아닌 지역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
도록 하는 장기입원도 가능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권리옹호를 위한 당사자 단체
･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외국연수,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
가 당사자 전문가 집단으로 활동
･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와 일상의 삶 복귀 프로그램에 척수장애
인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함

이와 같이 국내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기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실질적
으로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척수장애인 당사자가 사회복귀서비스의 계
획과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으로 구분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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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병원은 우선적으로 환자의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적 재활에 치중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소개한 민간재활병원에서는 공적영역의 산재병
원과 국립재활원 보다 재정인 측면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나 척수장애
인 당사자를 재활서비스 제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서 다양한 사회적 재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척
수장애인협회는 이러한 병원과 달리 척수장애인에 대한 세미나, 실태조사 등의 연
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서비
스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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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현황

국내와는 달리 국외의 주요선진국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는 척수손상 발생부터
사회복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재활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가장 이상적인 척수장
애인재활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스위스부터 영국,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에
서 어떤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스위스
스위스의 Nottwil에는 유명한 스위스 척수센터가 있다(Swiss Paraplegic Center).
패러플래직 센터(Swiss Paraplegic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척수재단(Swiss
Paraplegic Association)은 1775년에 설립되었다. 스위스척수재단은 스위스 국민
180만 명 이상이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최고의 민간 척수재활 전
문병원이다(http://www.paraplegie.ch). 스위스는 척수그룹(Schweizer ParaplegikerGruppe)에 80개 부분의 1,500명 이상의 직원이 척수재단을 포함하여 다섯 개의 기관
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척수그룹에는 척수재단(Schweizer Paraplegiker-Stiftung),
패러플래직센터 (Swiss Paraplegic Center), 척수후원회(Gönner-Vereinigung) 스위
스 패러플래직연구소(Schweizer Paraplegiker-Vereinigung)가 스위스 척수협회
(Schweizer Paraplegiker-Vereinigung)와 협력하여 척수장애인의 치료, 재활, 사회복
귀를 지원하고 있다(http://www.paraplegie.ch).
스위스척수센터는 척수병원(Swiss Paraplegic Center), 척수연구소(Schweizer
Paraplegiker-Vereinigung), 척수호텔(Hotel Sempachersee), 수영장, 야외식당, 구
내식당, 휠체어제작수리(Orthotec), 척수장애인을 위한 자동차개조(Orthotec), 체육
활동을 위한 야외 운동장 등 척수장애인의 재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Nottwill이라는 시골마을에 모두 함께 있다. 척수센터에서 가까운 곳에 척수장애인
협회가 있다.
스위스의 척수손상환자가 발생할 경우 헬기를 이용한 환자 이송에서부터 수술,
재활치료, 직업재활훈련, 집과 차량개조 등 모든 것이 척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이
루어진다. 스위스 척수장애인의 치료기간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하지마비의 경우
평균 6개월, 사지마비의 경우 평균 9개월 정도 소요되며, 척수센터를 퇴원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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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 장애 이전의 일을 하는 사회복귀를 한다(http://www.paraplegie.ch). 스
위스척수센터에는 척수손상의사, 전문 간호사, 기록담당자, 작업치료사, 영양사,
미술치료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전문가, 보조공학전문가, 재활스포츠 등
이 팀을 이루고 있다(http://www.paraplegie.ch). 또한 장애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다학제 팀과 협력하여 장애당사자가 자신의 장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다.
척수센터의 운영비는 국비보조와 후원금으로 충당되어 모든 척수손상환자들은
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치료 받을 수 있다. 스위스 국민 6명중에 1명이 일
인당 연 한화 54,000원의 후원금을 내고 있으며 척수장애가 될 경우 한화 1억1,700
만원의 보조를 받는다(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07).
스위스 척수센터 내에는 척수장애인 보조기기지원을 위한 척수장애인 보조공학
회사(Orthotec)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휠체어를 제작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척수장
애인이 직접이용해 보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수정하여 보급한다. 스위스 내
척수장애인 보조공학 회사(Orthotec)는 두 곳이 있다. 이 중 한곳은 스위스 척수센
터 내에 있는 데, 이곳에서는 척수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맞춤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위스척수센터의 남쪽에 있는 공간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운전을 위한 운전
보조장치를 개발하고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척수센터에서는 원직
장 복귀를 위해서 고용주와 상담을 통해 원직복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원직
복귀가 어려울 경우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고용까지 연결한다.
또한 스위스 척수센터에서는 퇴원을 위해 가정 내 모든 가구 사용 및 장소접근을
위해 계단에 리프트 혹은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가구를 개조하는 주택개조비용을
후원회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박종균, 2014).
스위스 척수장애인들의 사후관리는 퇴원 후 3개월, 6개월, 1년마다 재진료를 위
해 병원에 내원하고 이후 매년마다 재진료를 받는다.
스위스척수협회(http://www.spv.ch/)는 스위스 척수장애인의 휠체어스포츠, 문
화와 여가, 법률상담, 척수상담, 척수장애인연대활동을 통해 척수장애인의 사회참
여를 지원하고 있다.
결국 스위스척수재단은 기금모금, 척수연구, 응급기 수술, 재활훈련, 사회복귀훈련,
휠체어, 차량개조, 직업복귀, 지역사회정착, 사후관리 등 척수장애의 발생에서부터 사
회복귀 이후 사후관리까지 척수장애의 모든 것들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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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매년 1,000명의 척수장애인이 발생된다고 한다. 가장 먼
저 척수장애인의 재활서비스가 시작된 국가답게 영국은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5개 단체로 구성된 비정부기구 연합체(Spinal Injury Together: SIT)가 있
는데 이들 단체들을 살펴보면 먼저, 척수협회(Spinal Injury Association), 그리고
척수연구소(Spinal Research), Back-up Trust, 척수재활센터(National Spinal
Injuries Center), ASPIRE 등의 비정부기구연합체가 영국척수장애인들의 사회복귀
를 지원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다음 <표 Ⅲ-7>은 영국의 비정부기구
연합체(SIT)의 영역별 서비스 내용이다.
우선 척수장애인당사자협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척수손상과 관련된 홍보
활동, 척수손상과 관련된 연구, 출판활동, 척수손상재활시스템의 문제파악과 이를
대처하기 위한 활동, 척수협회의 활동을 위한 모금활동, 동료상담(peer support) 등
의 활동을 하고 있다(https://www.spinal.co.uk).
척수재활센터에서는 급성 척수손상 및 비(非)외상성척수손상환자에게 진단, 치
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대 2명의 가족구성원이 참여하는 재활회의를 실시
하고 척수장애인당사자와 가족 친지를 포함하는 척수손상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퇴원하여 가정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척수장애인당사자와 가족을 비롯한
친척과 지인들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척수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
도록 돕는다(http://main.nsic-online.org.uk).
척수연구소(Spinal research)에서는 척수손상의 치료법, 호흡, 손 움직임, 방광
및 장 조절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한다. 또
한 외부기관의 척수연구를 지원하고, 척수손상관련 연구를 하는 박사과정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https://www.spinal-research.org).
Back-up Trust(transforming lives after spinal cord injury)는 척수장애이후 지
역사회의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척수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동료척수장애인
의 멘토링, 휠체어기술훈련, 휠체어이동훈련, 지역사회복귀훈련, 자립생활기술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https://www.backuptrust.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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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Spinal Injury Together(SIT) 영역별 서비스 내용
구분

대상

기능

척수장애인협회
(Spinal Injury
Association)

척수장애인
가족
관련전문가

척수손상 캠페인, 척수손상연구, 출판활동, 동료상담, 법
률자문, 청소년프로그램, 도서관운영

척수재활센터
(National Spinal
Injuries Center)

척수장애인
가족

교육, 상담, 물리치료, 작업치료, 성재활, 후유장애관리,
장애인체육연맹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의 운동, 수영,
피트니스 스튜디오, 댄스스튜디오 등

Back-up Trust

척수장애인
비장애인

동계스키프로그램, 복합활동(자전거, 세일링, 로프하강),
주간프로그램, 수상스포츠, 수상리프팅, 청소년 전문가과
정 등

ASPIRE

척수장애인
가족

퇴원한 척수장애인을 위한 집제공, 휠체어 등 보장구
구입재정지원, 가족을 위한 훈련, 재활보조공학이용법등

척수연구소
(Spinal
Research)

척수장애인

척수손상 재생 연구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0). 한국척수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재편집

영국의 경우 스톡맨디빌병원의 국립척수손상센터(National Spinal Injuries
Center, Stoke Mandeville)를 비롯한 11개의 척수손상센터가 있다. 스톡맨디빌병원
의 국립척수손상센터는 척수장애인들이 척수손상 이후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과정
에서 다학제팀(Multidisciplinary team)이 목표설정 회의를 3회 정도 한다. 이때 참
석하는 전문팀에는 영국 척수손상센터의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의 치료팀과 당사자 및 가족이 참여한다(이범석, 2009). 영국의 경우 척수장애인이
척수손상센터에 퇴원 이후 사회복귀를 할 때까지 지원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이를
지역사회복귀

담당자(Resettlement

officer),

또는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Community Coordinator)라고 부른다. 이들은 미들랜드 센터(43병상)에만 3명의
지역사회복귀 담당자가 있으며 이 중에 2명은 간호사 출신이고, 1명은 작업치료사
출신이다(박종균,2014). 이들이 하는 역할은 척수장애인의 입원초기부터 퇴원까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며, 가족지원, 보장구와 휠체어정보제공, 가옥구조 개선, 퇴
원 후 생활 등을 지원한다.
스톡맨디빌병원의 국립척수손상센터(National Spinal Injuries Center, Stoke
Mandeville)에서는 척수장애인협회(Spinal Injuries Association:SIA)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척수장애인협회의 동료상담가 12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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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은 척수손상 직후의 당사자들과 가족들,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심리적인 지지 상담을 하고, 척수손상센터에서는 이들에게 팀접근의 일환으로 메
디컬 교육을 실시한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이러한 체계를 통해 영국의 척수장애인들은 척수손상센터에서 퇴원을 한 이후에
집으로 퇴원하는 비율이 85%정도 되고, 취업연령의 척수장애인 중에 50%가 학업이
나 직업생활을 하고 있다(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11). 또한 퇴원 이후에도 24시간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이범석, 2012).
영국의 경우에는 퇴원 전에 제공되는 재활서비스(Pre-discharge Program)로 퇴
원예정자 주거방문 프로그램(Pre-discharge Home Visits), 운전재활프로그램
(Driving Rehabilitation)과 주말 외박(Weekend home), 스포츠활동지원(Back-up
Trust), 척수장애인의 주택개조 및 보조공학지원을 하는 ASPIRE(Association for
spinal research,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척수장애인단체(Spinal Injuries
Association: SIA)의 동료상담(국립재활원, 2010) 등이 있다.
영국의 척수장애인들은 척수손상 이후부터 사회복귀와 지역사회정착까지 척수
재활센터과 척수장애인협회 그리고 Back-up Trust을 통해서 재활서비스를 지원
받는다.

3) 미국
미국의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재활시설인정위원회(CARF International)에서
실시하는 척수손상모델시스템(Spinal Cord Injury Model System: SCIMS)의 인증을
받은 척수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http://www.carf.org). 척수손상모델시
스템(SCIMS)은 1970년에 영국의 국제 척수손상센터를 모델로 상이군인의 사회복
귀를 위해 시작되었으며, 척수장애에 대한 통계와 연구를 담당하는 장애 및 재활연
구에 대한 국립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 NIDRR)에서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as amended, Title II;
29 U.S.C. 764(b)(4))에 의해 기금을 지원하고, 인증을 받은 미국전역의 14개 센터
에서 척수손상모델시스템(SCIMS) 프로그램을 진행한다(http://www.carf.org).
척수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척수손상모델시스템(Spinal Cord Injury
Model System: SCIMS)의 인증을 받은 척수재활센터는 다음 <표 Ⅲ-8>와 같다.

제3장 국내·외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현황

51

<표 Ⅲ-8> 척수손상모델시스템(Spinal Cord Injury Model System: SCIMS)의 인증을 받은
척수재활센터
인증 받은 척수재활센터
UAB Model Spinal Cord Injury Care System
University of Alabama/Birmingham
Southern California Spinal Cord Injury Model System
Los Amigos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Institute,
Downey, CA
Rocky Mountain Regional Spinal Injury System
Craig Hospital, Englewood, CO
South Florida Regional Spinal Cord Injury Model
System
University of Miami, Miami, FL
Southeastern Regional Spinal Cord Injury Model
System
Midwest Regional Spinal Cord Injury Care System
(MRSCIS)
Rehabilitation Institute of Chicago, Chicago, IL
Frazier Rehab and Neuroscience
Spinal Cord Injury Model System (FRNSCIMS)
New England Regional Spinal Cord Injury Center
Boston University Medical Campus, Boston, MA
Gaylord Hospital, Wallingford, CT
Hospital for Special Care, New Britain, CT
Spaulding-Harvard Spinal Cord Injury Model System
Spaulding Rehabilitation Hospital, Boston, MA
University of Michigan Model Spinal Cord Injury Care
System
Ann Arbor, MI
Northern New Jersey Spinal Cord Injury System
Kessler Medical Rehabilitation Research and
Education Corporation
(KMRREC), West Orange, NJ
Regional Spinal Cord Injury Center of the Delaware
Valle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ittsburgh Model Center on Spinal Cord
Injury
Pittsburgh, PA
Northwest Regional Spinal Cord Injury System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출처: https://www.nscisc.uab.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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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uab.edu/medicine/sci
/
http://www.larei.org/
http://www.craighospital.org/Res
earch/SCIModelsystems.asp
http://www.rehabmed.med.miami.
edu/
http://www.shepherd.org/researc
h/model-system-of-care
http://www.ric.org/research/cent
ers/mrscics/
www.spinalcordmedicine.com

http://www.bu.edu/nerscic

http://www.sh-sci.org/
http://www.med.umich.edu/pmr/
modelsci/index.htm

http://www.kmrrec.org/nnjscis/

http://www.spinalcordcenter.org/

http://www.upmc-sci.org/
http://sci.washington.edu/

미국의 경우 척수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위해 국립척수손상통계센터(The
National Spinal Cord Injury Statistical Center: NSCISC)에서 척수장애와 관련된
연구와 통계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국립척수손상통계센터(NSCISC)는 장애 및
재활연구에 대한 국립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 NIDRR)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
미국 척수재활센터는 미국척수장애인협회(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ASIA)와 연계하여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ASIA에서 제공하
는 ASIA Consumer Guidelines for SCI Rehabilitation은 척수장애인이 재활에 관련
한 서비스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ASIA Online Guide to Durable Medical
Equipment for SCI/D 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재활보조공학기기, 일상생활동작, 이
동, 성관련, 주거환경개선 등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와 관련된 학습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http://asia-spinalinjury.org/). 미국척수재활서비스는 케이스매니저
(Case Manager)에 의해 계획, 관리되고 있으며, 미국의 척수장애인들은 척수손상
모델시스템(SCIMS)을 실시하는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사회복귀과정을 마치고
퇴원 후 89%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4.8%가 널싱홈(Nursing Home)으로 돌아간다.
초기치료기관과 재활기간을 합쳐 평균 63일 정도 소요된다(국립재활원, 2010).
미국척수손상모델시스템(Spinal Cord Injury Model System: SCIMS)의 인증을 받
은 14개 센터 중 셜리라이언 어빌리티연구소(Shirley Ryan Ability Lab)은 시카고척
수재활센터(https://www.sralab.org/)의 새 이름이다. 1991년부터 매년 미국 News
& World Report에서 수준 높은 재활병원으로 지정받았으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재활병원 중의 하나이다. 셜리라이언 어빌리티연구소(Shirley Ryan Ability Lab)에
서는 급성입원재활(Acute Inpatient Rehabilitation), 주간재활(Day Rehab ™Day
Rehabilitation),

통원재활(Outpatient

Rehabilitation

홈페이지)을

진행한다

(https://www.sralab.org/). 또한 응급구조, 간호사, 임상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직
업재활상담,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 케이스 매니저, 재활의학의사, 척
수손상전문가 등의 전문가 팀과 함께 가족이 참여하여 목표설정을 한다. 그리고 장
애 이후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LIFE Center 에서 장애
이후의 일상생활을 경험 해 볼 수 있다(https://www.sralab.org/).
여기에서의 ‘Second Look’ Program은 척수손상 이후 18∼24개월 정도 이루어진
다. 휠체어 센터(Wheelchair and Seating Center)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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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직업재활센터(Vocational Rehabilitation)에서는 직업평가에
서부터 인턴쉽 기회제공, 직장복귀 평가, 취업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척
수손상장애인의 성클리닉(Sexual Dysfunction Clinic for Men with Spinal Cord
Injury)에서는 척수손상의 성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스포츠 센터(RIC
Adaptive Sports and Fitness Program)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들을 실시하고 있다(https://www.sralab.org/). 이 밖에 여행과 주택개조(Travel
and Housing)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또한, 셜리라이언 어빌리티연구소(Shirley Ryan Ability Lab)의 LIFE Center에서
는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척수장애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하며 장
애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한다. 이 센터에는 장애동료지원(Access Living Cross
Disability Peer Support Group), 생활금융교육지원(Access Living Financial
Literacy Group), 이용 가능한 주택상담지원(Access Living Housing Counseling
Support Group), 활동보조와 가족지원(Caregiver Support Groups – Chicago City
of Chicago - Family &Support Services), 진로지원(Pathways Center), 일리노이
척수협회(Spinal Cord Injury Association of Illinois) 등을 연계하여 지원한다(박종
균, 2014).

4)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척수센터는

북섬의

오클랜드

척수센터(Auckland

Spinal

Rehabilitation Unit)와 남섬의 버우드척수센터(Burwood Hospital Spinal Unit)가
있으며 이곳에서 수술과 재활치료 그리고 사회복귀 훈련까지 받게 된다(https://
nzspinaltrust.org.nz). 뉴질랜드 척수장애인재활체계는 정형외과나 뇌손상환자들
과 함께 재활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 재활훈련을 하고 척수센터 건물 옆의 공간
에 ‘Transitionz’라고 불리는 전환재활시스템(Transitional Rehabilitation)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버우드척수센터(Burwood Hospital Spinal Unit)는 버우드 병
원 내에 있다.
뉴질랜드의 척수재활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은 환자 및 가족과 함
께 참여하는 다학제간 팀별접근이다. 이 다학제 팀에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의료보조원, 외과의사, 영양사, 언어치료사, 보
건요원, 직업재활컨설턴트가 포함된다(http://www.cdhb.health.nz/). 뉴질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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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재활프로그램은 척수손상환자의 개인적 욕구와 개인의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
한다. 즉, 척수손상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재활프로그램으로는 신체훈련,
개인의 장애관리훈련, 척수손상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뉴
질랜드의 척수장애인들은 병원치료와 사회복귀 훈련이 끝난 뒤 50%정도가 직업생
활을 하고 약 8%정도는 학업으로 복귀를 한다. 직업재활전문가는 직업복귀를 위해
원직장의 고용주나 상사와 척수손상발생 초기부터 꾸준히 치료이후 직업복귀를 위
한 대화를 시도한다(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13).
뉴질랜드 척수재활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전환재활시스템(Transitional
Rehabilitation)이다. ‘Transitionz’로 명명한 전환재활서비스는 2008년 버우드 자립
생활아카데미(Burwood Academy of Independent Living: BAIL)에서 근무하던 척수
장애인 몇 명이 뉴질랜드의 척수장애인 사회복귀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아래,
영국과 스위스, 그리고 스웨덴의 척수손상재활체계를 연구하였다. 이후 버우드 척
수병동(Burwood Hospital Spinal Unit), 버우드자립생활아카데미(BAIL), 뉴질랜드
척수협회(New Zealand Spinal Trust)가 만든 프로그램이 뉴질랜드 척수장애인 사
회복귀 프로그램인 ‘Transitionz’ 이다(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11). 뉴질랜드의 척
수장애인들은 척수협회와 병원,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준비된 사회복귀 시스템 속
에서 척수 손상 후 호스텔에서 4주간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
한다. 보통 하지마비인 흉수의 경우는 3∼4개월, 사지마비인 경수의 경우는 6∼7
개월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뉴질랜드의 켄터베리 주 지역보건위원회(Canterbury District Health Board:
CDHB)에서 제시한 뉴질랜드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인 Transitionz의 주요내용을 보
면 다음 <표 Ⅲ-9>와 같다.

제3장 국내·외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현황

55

<표 Ⅲ-9> 뉴질랜드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인 Transitionz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3가지 핵심요소

-병원환경에서 지역사회 환경으로 변화
-척수장애인의 자율성을 위해 수동적존재에서 능동적존재로 전환
-새로운 환경에의 경험

기본원칙

-현실의 환경을 활용
-실습과 체험을 통한 학습
-사회복귀 이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동시다발적 학습
-성공경험을 통한 자신감 형성
-협력관계형성
-존중과 개인적 책임
-전문가와 소비자의 지식 및 기술 통합
-동료지원 및 학습촉진
-의뢰인 중심 목표
-진정한 다학제간 접근법
-가족 참여 및 개입의 기본원칙

팀 구성

-다학제간 전문팀
-핵심은 자립생활코치의 역할을 강조
-호스텔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
-환자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공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자립생활코치

Transitionz의
호스텔(hostel)
환경

-소규모 공동체
-병원보다는 가능하면 가정환경과 유사하게 운영
-가사노동, 식료품구매, 식품조리 등 가사활동 연습
-유흥과 소풍도 권장
-본인의 장애에 대한 건강, 재활 등을 스스로 관리
-병원과는 다른 사회에 복귀한 시민의식을 강조
-사적권리와 선택권, 자유, 책임감 부여
-병원과는 다른 유니폼 입음
-지인과 가족이 더 밀접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새로운 환경에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조성

출처: 한국척수장애인협회(2013), 한국형 척수장애인 호스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교류 결과보
고서 ‘일상의 삶으로’.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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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재활서비스의 특징은 수술 및 의료재활과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사회
복귀훈련(전환재활서비스)가 분리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척수장애인 당사자 참
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학제간 팀별 접근에서 조직운영이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5) 스웨덴
스웨덴의 척수재활서비스는 크게 응급기에 수술 등의 의료재활을 담당하는 카롤
린스카 대학병원(http://www.karolinska.se)과 의료재활 이후에 사회복귀훈련을
담당하는 RSS(http://www.rehabstation.se), 척수손상관련연구를 담당하는 카롤린
스카 연구소(http://ki.se)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은 수술과 간단한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하게 되는 데 척수
손상환자가 수술을 마치고 5~8일이 지나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카롤
린스카 대학병원 내의 척수손상전문병동인 ‘R18병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 병동은
타 병동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병동과는 다른 일상생활공간처럼 꾸며
진 곳에서, 스스로 식사하기, 세탁하기 등의 일상생활과정을 연습하게 된다. 이 병
동의 복도에는 승용차에 옮겨 탈 수 있는 연습을 위한 승용차도 준비되어 있다.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카롤린스카병원도 척수손상이 발생되었을 때 2차 손상의
방지를 위해서 헬기로 이송하기 위한 준비를 해 놓고 있다.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의
‘R18 재활병동’에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담당자, 재활
심리담당자, 감염담당자,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고 있다. 또한 입원을 하게 되
면 1주일 내에 의사와 척수손상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미팅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나
게 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척수손상에 대해 설명하며, 신체기능의 잔존능력
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재활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의 ‘R18 재활병동’에서는 지역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재활훈
련이 이루어지는 데, 척수손상환자의 욕구가 반영된 초기 프로그램(IVP : Initial
Value Problem)을 약 6~8 주 정도 실시한다.
이후 합병증이 없다면 퇴원을 하게 되며 지역사회로 바로 돌아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RSS(Rehabilitation Station Stockholm)’프로그램으로 연계하기도 한다. RSS
는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의 마취과 의사였던 클래스박사(Dr. Claes Hultling)가 1984
년 다이빙사고로 경수손상의 장애인이 되면서 시작되었다. 척수손상환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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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스의 부족을 직접 느끼고 세계 50여 개의 척수병동을 방문하는 등의 열정
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인 Spinalis(https://spinalis.se)를 세우고 민간 영역의 후원을
받아 RSS를 시작했다. 설립 5년 동안 재활센터의 척수장애인을 위해서는 일상복귀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관련 연구수행과 함께 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그
이후에 정부의 생각을 바꾸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카롤린스카 병원과 계약을 통해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 훈련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RSS는 카롤린스
카 병원과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위탁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SS에서는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에서 초기 일상생활훈련이 끝난 척수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나 실제 생활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휠체어기술훈련, 카트랜스퍼,
휠체어스포츠, 문화여가생활, 물리치료, 작업치료, 성재활, 가족지원, 여성척수장
애인의 결혼과 출산, 사후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RSS프로그램에서는 팀으로 구성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척수장애당사자인 재활
코치(RI : Rehab Instructer)가 중심이 되어 동료상담과 롤모델로 활동하여 가장 효
과적인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RSS프로그램에 일하는 인력은 외부연계 인
력을 포함하여 170명 정도이며 이 중에서 척수장애당사자인 재활코치(RI)가 20여
명,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큐레이터, 심리학자, 성상담 전문가, 헬
스코치 등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관계로 척수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16).
스웨덴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의 특징은 우선 카롤린스카 대학병원과 RSS가 협
력적 관계로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RSS에 척수장애인 당사자 참여가 매우 활발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척수장애인재활
코치(RI)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카롤린스카 대학병원과 RSS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 듯이 RSS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 간에 수직적관계가 아닌 수평
적 관계로 척수장애인의 재활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주요선진국의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 특징을 보면 다음 <표 Ⅲ-10>와
같다.

58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정립 연구

<표 Ⅲ-10> 주요선진국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의 특징
주요선진국

특징

스위스

･
･
･
･

통합적재활체계가 잘 준비됨
재단, 연구소, 척수협회, 후원회, 척수센터 등의 기관간 협력 강조
자동차개조를 포함한 사회복귀 지원
당사자 참여 없음

영국

･
･
･
･

재활센터를 통한 통합적 재활체계가 있음
척수장애인재활센터, 척수협회, 척수연구소 등 기관간 협력 강조
다학제팀(Multidisciplinary team), 당사자 참여
지역하회복귀담당자,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있음

미국

･
･
･
･

미국척수손상센터를 통한 연구
다학제간 팀 구성
척수손상모델시스템(Spinal Cord Injury Model System: SCIMS)
직업복귀프로그램

뉴질랜드

･
･
･
･

전환재활서비스(Transi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TRS)
자립생활코치(Independent living coaches) 있음
다학제간 팀별 접근 수평적 의사결정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와 자립생활센터의 결합모델

스웨덴

･
･
･
･

대학병원, 연구소와 RSS가 역할 분담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의 ‘R 18 재활병동’에서 사회복귀지원
재활코치(RI : Rehab Instructer) 있음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서비스 지원

즉, 주요선진국의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에서는 우선 척수손상 발생에서부터 사
회복귀까지 각각 다른 서비스 체계이더라도 통합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다
학제간 팀별접근, 연구와 통계, 치료와 사회복귀 훈련 등의 각 기관별 역할이 잘
되어 있다는 점, 척수장애인 당사자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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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국내외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차이점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모형을 구상하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선진국들은 척수장애의 발생에서부터 사회복귀까지 지원하는 통합적
인 재활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척수손상모델시스템(Spinal
Cord Injury Model System: SCIMS)이 있고, 뉴질랜드의 경우 병원과 전환재활서비
스(Transi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TRS),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 대학병원과
RSS가 협력하는 통합적 재활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스위스와 영국
과 같은 척수센터는 없고, 미국과 같은 척수재활인증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스웨덴과 같이 병원과 지역사회 척수재활지원센터와 협력하는 통합
적 재활서비스 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주요선진국의 경우 당사자 참여가 활발하거나 척수장애당사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스위스의 척수센터에서는 당사자의 활동을 찾아보기 어려웠지
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척수장애인협회의 동료상담 등 적극적인 당사자 역할이
있었고, 뉴질랜드와 스웨덴의 경우는 척수장애인당사자가 주축이 되어 전환재활서
비스(Transi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TRS)와 RSS(Rehabilitation Station
Stockholm)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곳에서 자립생활코치(Independent living
coaches)와 재활코치(RI : Rehab Instructer)로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서는 외
국과 같이 적극적으로 당사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국내 현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부 민간재활병원에서는 점차 이들의 참여가 척수장애인의 초기재
활서비스에 효과적임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위해 척수장애인재
활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재활병원에 정보매신저 파견 사업등을 통해 척수장애
인이 중심이 되는 동료재활상담사등을 양성하여 병원에서부터 초기재활서비스를
당사자가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요선진국의 경우 척수장애인재활서비스에서 다학제간 팀별 접근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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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이 다학제간 팀의 의사결정은 수직적 의사소통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의
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고 팀회의에서
다양하게 각자의 전문영역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뉴질랜드와 스웨덴
의 경우 척수장애인당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부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 사
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팀 접근을 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여기에 환자 및 가족이
참여하지는 않는다. 외국의 척수재활체계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환자
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다학제간 팀별 접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팀별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척수손상환자의 개인적인 욕구와 개인의 목표를 중
요하게 생각하면서 환자와 그 가족을 이러한 팀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규 규정
등을 정부가 재활병원 등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요선진국의 경우 척수손상의 발생과 사회복귀를 과정에 대한 통계와 연
구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미국도 척수장애와 관련된 통계시스템이 있고, 관련연구
도 활발하다. 스위스의 척수연구센터에서는 스위스의 척수장애인연구를 벗어나 세
계척수장애인연구의 중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척수장애
인 관련 통계가 부재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연구 등도 정부차원에서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하루속히 척수장애인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방안
을 모색하고, 중도장애인 재활서비스에 관한 연구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요선진국의 경우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
있다. 영국의 경우 지역사회복귀 담당자(Resettlement officer), 또는 커뮤니티 코디
네이터(Community Coordinator)가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케이스매니저(Case
Manager)와 재활상담사(Rehabilitation counselors)가 있다. 뉴질랜드의 자립생활
코치(Independent living coaches), 스웨덴의 재활코치(RI : Rehab Instructer)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과 같은 척수장애인 재활전문가
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센터에서는 척수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척수
재활상담사 또는 코디네이터 등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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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결과

1

사례조사 결과

1) 지역 센터 사업 운영 현황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파견사업과 재활훈련 사업 중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찾아가는 헬스케어’, ‘클린 매트리스’, ‘지역사회복귀훈련’의 4가지 사업을 중심으
로 사업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해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설립된
15개 지역 중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지역을 방문하여, 센터와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척수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사업(이하 정보메신저 사업)’은 센터의 중점사업인 만
큼 세 지역 센터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었다. 각 지역센터 모두 지역 내 재활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어 병원에 입원한 척수환자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
원과 센터의 협력의 정도나 정보메신저 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
였는데, 병원 내에 척수환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의
적극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약간의 성과 차이가 드러났다.
우선 척수손상 환자가 적은 병원의 경우 정보메신저의 수도 적고, 소규모로 사업
이 운영된다. 오히려 이러한 병원은 척수손상 환자들끼리 이미 공동체가 형성되어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으며, 정보메신저와 척수손상 환자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 척수손상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정보메신저가 다양한 척수
장애인을 만나면서 다양한 정보제공, 동료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척수
손상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이와 비례하여 파견하는 정보메신저의 수도 많고, 성
별도 고려하여 동료상담을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다.
한편 의료진들이 가지고 있는 척수장애인 사회재활 혹은 사회복귀에 대한 적극
성이 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병원장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치료
사,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이 척수 손상 입원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병원은 정보메신저 사업 역시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간호사가 정보메신저에게 사업의
대상이 될 만한 환자를 추천해주고, 환자에게 정보메신저와의 만남을 권유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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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메신저 사업은 이제 막 사고 또는 질병으로 척수손상 환자들에게 그들의 궁
금증을 해소해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고충을 덜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한 환자나 사회나 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해 사회복귀에 두려움이 많은 환자들의 경우 의료진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
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본인과 장애정도가 같거나 더욱 심한 장애를 가
진 척수장애인 정보메신저와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자신감을 회
복하기도 하였다. 이런 환자의 심리․정서적 변화를 관찰하게 된 병원에서는 정보메
신저 사업을 존중하고, 정보메신저에게 척수장애인 사회재활에 있어 일정 부분 역
할을 맡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찾아가는 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사업은 부산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
업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이용하는 당사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행과정을 볼 수 있
었다. 총 5회에 걸쳐 물리치료사가 척수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여 혼자서도 할 수 있
는 운동법 및 스트레칭 방법을 교육하고, 궁극적으로 신체 기능 향상과 외부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리치료사가 재가 방문하여 치료 행위를 하
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치료가 아닌 스스로 스트레칭 할 수 있도록 방
법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척수장애인은 몸이 굳거나 뻐근함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운동이나 스트레칭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에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이 사업
은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으며, 동시에 치료사들도 척수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권하고 있는 사업이다. 최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에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이를 발
판으로 운동 및 스트레칭 교육 제공자 및 이용자 확대, 프로그램 제공 기간 확대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클린 매트리스’ 사업은 전체 지부 공통사업으로 그 가운데 경기센터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척수장애인은 매트리스 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욕창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트리스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
히 중요하다. 또한 칩거 척수장애인을 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작용하기
도 한다. 클린 매트리스 사업에 참여함을 통해서 자조 모임이나 지부 회원으로서의
활동, 나아가 지역사회 활동으로까지 성장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척수장애인의 경우 타인이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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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나, 매트리스 클리닝 전문 업체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사업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지속가능할 것인
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
업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이미 재가복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센터에서 부족한 예산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인지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귀훈련’사업은 충남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충청남도 내 재활병원은 단 두 곳이며,
둘 중 규모가 큰 재활병원 근처에 장애인종합체육관이 자리하고 있어 척수 손상
환자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활병원, 장애인체육관, 충남재활지
원센터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센터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
여 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복귀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가 훈련생과 함께 체육관을 방문하고, 원하는 시설 및 프로
그램을 이용하면서 훈련을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체육활동 이외에도 문화 활
동, 휠체어 기술 교육 등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2) 재활병원의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재활병원의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국립재활원과 세브란스
재활병원을 조사하였다. 먼저 국립재활원의 경우 초기 상담은 규정에 따라 환자 입
원 일주일 이내에 끝내야 하며, 한 달에 약 12~15명 정도의 신규 입원 환자와 모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척수장애인 재
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사회복지사는 척수장애인은 중도장애인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 일정 시간
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성기보다 아급성기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재활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국립재활원에서는 모든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하지만, 모든 환
자에게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욕구나 성향
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유무와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국립재활원의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은 제3장에서 국내 재활서비스 현황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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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바와 같이, 상담, 여가지원, 사회체험훈련, 학업 및 직업복귀 지원, 주택개조
지원, 재활정보 제공, 운전교육, 스마트 홈 체험 등이 있다. 주로 환자에게 직접으
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퇴원 후 거주하게 될 지역의 복지관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정보메신저 사업과 유사한 멘토링 사업(동료상담)은
성별, 직업, 학력, 장애정도 등에 따라서 입원 환자와 기 퇴원환자를 연결시켜 상담
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택개조 사업은 집으로 복귀하는 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직접 집에 방문하여 실측, 구조 변경에 대한 조언,
업체 연계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일반적으로는 환자 개인이 부담하고,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외부 자원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척수장애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집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인 스
마트홈은 총 3개의 실(1실이 하나의 집 개념)로 구성되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 중증, 최중증에 알맞은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각 실마다 주방, 침실, 거실,
화장실이 있으며, 척수장애인은 보통 3박 4일정도 이용가능하고, 직계가족까지는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설치되어있는 설비들이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
에 실제 이용자가 체험만 해본 채 자가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다음, 세브란스 재활병원은 최근 급성기 환자 중 초급성기, 즉 수술 후 4~6주
가량 되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보통 재활
시기에 따라 급성기, 아급성기, 유지기(만성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세브란스는 급
성기 치료, 국립재활원은 아급성기, 삼육SRC는 유지기 재활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
았다.
이에 세브란스 재활병원은 급성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척수손상 환자에
게 적극적인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 환자에게 앞으로 벌어질 다양한 상
황과 대처방법 등을 예견하고, 조망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예전에는 의사, 모든 치료사 등 다학제적
사례회의(case conference)를 자주 개최했으나, 현재는 사회사업실 내의 인력이 줄
어 모든 환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연히 다학제 사례회의
체계에서 최근 컨설팅 체계로 변화되었고, 의료진이 협진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
여 만 사례회의를 개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병원에서는 척수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갈 때에 퇴원계획(discharge planning)

68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정립 연구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브란스 병원 차원에 간호사로 구성된 퇴원관리 전
담 부서가 생겼고, 재활병원의 환자들의 퇴원계획도 역시 전담부서에서 관리하였
으나, 재활병원 환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퇴원 계획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자의 퇴원계획수립이 다시 재활병원 내 사회사업실로 이관되어 단순
히 지역 내 1, 2차 병원을 연계할 뿐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퇴원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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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병원 치료 이후 척수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민간차원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제안하기 위해 센터의 의의와
필요성, 지역사회에서의 유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과의 차별성, 센터에서 추
가해야 할 서비스 또는 사업, 협력기관과 그 내용, 협력 또는 센터 운영의 어려움
등 센터 기능에 대한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
회 유관기관의 현장 전문가, 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FGI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재활병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기관, 자립
생활센터, 보조기기센터 등에서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하는 경력 5년 이상의 전문
가 6명과 센터 관계자로 정보메신저와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터, 중앙 및 지역
센터 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 대상자의 특
징은 아래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인터뷰 참여 대상자의 특징
연번

대상자

대상자 특징

재활서비스 관련 경력

1

A

요양재활병원 간호부장

10년

2

B

재활병원 치료부장

23년 4개월

3

C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8년

4

D

재활스포츠센터 팀장

14년 6개월

5

E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21년 10개월

6

F

재활공학서비스 영역의 연구자

13년 3개월

7

G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중앙)재활지원센터 과장

2년 3개월

8

H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지역)재활지원센터 팀장

2년 4개월

9

I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지역)재활지원센터 대리

1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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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차
FGI

2차
FGI

연번

대상자

대상자 특징

재활서비스 관련 경력

10

J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중앙)재활지원센터 정보메신저

4년 5개월

11

K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중앙)재활지원센터 정보메신저

3년

12

L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지역)재활지원센터 정보메신저

1년

13

M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지역)재활지원센터 코디네이터

2년 6개월

분류

2) 조사결과
(1) 센터의 의의 및 필요성
인터뷰 결과, 센터관계자들이 센터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을 피
력했다. 이는 FGI 참석자 중 정보메신저 또는 센터 직원들은 병원에서 정보메신저
를 만나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
람들이 때문이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척수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척수손상환자 경우는 평균 2년이상(2015년 조사
결과, 평균 30개월 병원 입원) 2~3개월 단위로 병원생활을 전전하고 있다. 길게는
5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센터의 핵심사업인 정보메신저 사업은 사고 이후 병원에서 생
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며 활발한 자립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센터의 의의는 척수장애인에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
는 기회 또는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Ｈ：병원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요. 초기에 어떤 것을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만
났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다시 만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집에
있어요. 정보메신저는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해소를 해주는 거죠.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주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 수는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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Ｋ：제가 정보메신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것은 당사자가 가정이나 직업
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를 채워줄 때이며, 센터의 역할은 좀 더 가정이나 사회 또는
직장을 좀 더 빨리 복귀하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Ｉ：(센터가) 사회복귀라고 말하기에는 거창할 수 있지만 사회복귀를 위한 발판이 되지 않
았나 생각해요.
Ｇ：센터의 의의는 척수장애인이 중도장애인 만큼 어떤 계기를 통해 자신이 했던 이전 역
할로의 완전한 복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회복을 시켜주는 것, 센터가 다시
끌어올려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Ｊ：사회복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센터가 발전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장애와 같이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패막 같은 역할이 되었으면 해요.
Ｌ：‘아, 나도 비빌 언덕이 있나?’ (센터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센터를 생각하면
‘아, 그래 나 같은 중도장애 척수장애인도 비빌 곳이 있구나,’

2) 지역사회에서의 유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센터 사업의 차별성
본 FGI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장애인 재활 또는 자립에 있어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먼저 재활병원 관계자는 오
랫동안 의료적 재활치료 이후 척수손상환자들의 퇴원 계획이나 사회복귀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복지관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척수장애인들의 자조모
임 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여가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면서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있
다고 하였다. 또한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척수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를 포
괄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탈시설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자립준비단
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조기기지원센터는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보
조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포함하여 보조기구 대여, 수리 등을 사업을 수행하
고 있으며 몸에 맞는 보조기구를 직접 제작하거나 개조하는 등의 보조기구와 관련
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척수장애인의 사회적 재활에서 가
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재활운동의 핵심 기관인 재활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장
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체육활동이나 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사회적 재활을 위한 보조기기, 문화와
여가, 운동, 일상생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은 다수 존재하
고 있으나 척수장애인 특성에 맞는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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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없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인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와 같이 ‘척수장애인’
을 대상으로 재활병원 등을 방문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초기 척수손상 환자
개인에게 재활 및 사회복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지원 사업을 수행하
는 기관은 없었으며, 이는 다른 유관기관의 사업과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Ｈ：센터는 개개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퇴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나 집에서 방치되어있는 사람 등 척수장애당사자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센터와 가장 형식적으로는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자립
생활훈련과 함께 센터의 일상홈과 유사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등 탈시설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보
기, 금전관리 등의 자립생활훈련기술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그러기 때문에 센터에
서 지원하는 척수장애인의 휠체어 이동하기, 자동차 트랜스퍼 훈련 등 일상생활훈
련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와 훈련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Ｋ：일상생활훈련(ADL), 자립홈(체험홈)은 시설 내에 있는 장애인을 복귀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자조모임도 마찬가지로 IL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체험홈이 시설에 계셨던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장애유형이 있지만 척수장애인은 거의 없어요. IL센터 자
체가 뇌병변장애인을 주체로 만들어져서 거의 90%가 뇌병변장애인이고. 최근은 발달
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요.
Ｇ：척수재활지원센터의 경우, 척수유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 따른 사
회생활, 즉 최종목표가 경제활동이지요. 자립생활센터에서의 ‘자립’의 개념은 내가 주
체가 되어서 선택권을 갖고 나가서 활동하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3) 센터에서 추가해야 할 서비스 또는 사업과 필요한 기능
우선, 센터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척수장애인 관련 사회적 재활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미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자립생활
센터 등에서 포괄적인 자립, 재활관련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나 병원 입원 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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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또는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척수장애인 환자, 또는 퇴원 이후 아급성기
를 지난 척수장애인의 경우는 휠체어 등 보조기기, 주거개선, 직업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지적이 많았다.
Ｂ：초기에 접근할 때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해요.
Ｄ：결론적으로 통합콜센터 같은 역할이 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을 때 전
화할 곳이 필요해요.

이러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중앙센터는 전국의 척수장애인 관련 허브역할 하거나
지역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중앙센터에서
는 인터넷정보센터와 종합상담실을 운영하였으나 이를 좀 더 활성화할 시킬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Ｃ：증앙센터는 지역의 허브화가 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전국 지역의 자원을 다 모이게
해야 한다. 척수장애인의 경험을 통해서 정보제공 하는 역할을 해야지 이것저것 다 갖
추다보면 일반 복지관처럼 누가 뭘 원해서 하는지 잘 모르게 될 것이다.

둘째 센터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재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기관들이 많다. 대표
적으로 재활병원,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서비스 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기술 등을 교육 및 훈
련지원을 하는 자립생활센터 등이 있기 때문에 센터는 이와 같은 협력기관 관계자
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척수
장애인들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의료, 교육, 직업, 문화·여가, 법률, 주택, 재활보
조기기,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등의 자원 목록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는 척수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Ｂ：저희 병원에서 척수장애인 관련 자료를 센터에 주면 그걸 연계하는 역할을 센터가 하
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병원-재활지원센터-보조공학센터 식으로 연계하면 좋겠다.
Ｃ：센터는 척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포커스 맞춰서 하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한다. 자원 연계만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귀 나갈 때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병원, 각종 스포츠 등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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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등을 밀착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비스 연계를 아예 맺고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Ｅ：센터는 병원 다음인 지역사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자원 목록(각 영역별)이나 대표적인 욕
구나 문제에 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총체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다.
Ａ：센터에서는 서로의 환자정보를 공유하여 수도권과 지방센터가 연계되어 지속적인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전국에 있는 메신저와 재활병원이 네트워킹이 원
활하면 선순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와 달리 지역센터가 단순한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가 아닌 척수장애인
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Ｆ：센터의 역할 자체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센터처럼 정부의 허브 역할 하는 센
터가 많다. 실제 센터가 장애인에게 정보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워낙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적고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발자국
나아가서 지역재활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센터는 초기 재활병원 방문 및 초기 상담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FGI 참석자들은 센터기능으로 정보메신저들이 재활병원 등을 방문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인 현재 ‘정보메신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보
메신저들이 병원에 입원 중인 척수환자에게 재활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장애수용이 도움이 되는 것이 조기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효과
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었다.
Ｃ：병원과 협력해서 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 시기
에 초기에 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관도 힘들 것이다. 이 사업이 척수센터에서 가
장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이 가장 효과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Ｄ：제일 중요한 것은 다치고 나서 중도장애인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퇴원으로 갈 때 초
기단계에서 얼마나 빨리 개입하는 것이 사회복귀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센터에서는
초기단계에 개입하시고 중도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지만 보다
센터가 이러한 초기단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넷째, 센터에서는 동료상담, 재활심리 및 가족상담 등의 상담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2명으로 이중 한명은 척수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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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들은 척수장애인으로 구성된 정보메신저와 일상생활지원 등의 활동을 모
니터링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정보메신저로 활동하는 있는 장애인은 모
두 척수장애인 당사자이고 이들은 연초 중앙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원연수와 활동가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정보매신저로 활동하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척수장애인에게 동료상담은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이
척수손상환자에게 재활심리 및 가족상담까지 수행하기 까지는 역량 또는 자격증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참여자들은 지적하였다.
Ｅ：센터가 보조기 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센터든,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부분에서 최대한
접근 및 이용 선택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사회복귀 훈련에 개인의 기능적인 재활,
의료적 관점이 중요한데 그것뿐 아니라 센터 활동가들이 같이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에 동행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Ａ：상담은 중요한데 상담에 대해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고 제도화가 어려워서 단순히 상
담을 동료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 면이 있다.
Ｂ：저희들이 메신저 하는 분들을 보면 자격증이 심리상담, 사회복지사 등 가지고 있는 분
들이 많지 않아요. 딱 하나, 다친 지 오래 되서 그만큼의 경험이 있거나 자기가 터득
한 노하우, 요령, 기술이 있으면 정보메신저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공유를 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고생을 안 하고 쉽게 조금 더 자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 되요.
Ｃ：코디네이터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동료상담 등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장애인의 일
상적인 생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때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감정적인 언어를 쓸 때가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동료로
써 말하는 시스템이 제일 효과적이었다.
Ｅ：가족의 상황 등 가정 내에서 각기 장애수용 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잡아주
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Ａ：해외 00 병원을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게 수술해서 얼마 되지 않고 누워있을 때 심
리치료사가 가서 상담을 한다는 것이었다. 협회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심리치료사의 수가가 높고 전문인력을 센터에서 활용해서 병
원으로 파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다섯째,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서 보조기기 상담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보조기기는 척수장애인의 재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퇴원 후 사회복
귀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 뿐 아니라 기립기, 운전보조장
치, 컴퓨터 특수마우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기기 등에 대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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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센터 직원 모두가 전문적인 보조기기 상담을 다 진행 할
필요는 없지만 척수장애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조기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지역
의 보조기기센터와 연계하도록 교육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Ｆ：보조기구의 역할은 손상된 기능 자체를 보완해주거나 대체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단이다.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체기능을 일부 도와줄 수 있는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거나 몸에 맞는 보조기구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거나 보조기구를 활용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훈련 등이 센터에 빠져있는데 이를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여섯째, 직업 상담, 직업재활, 일자리 알선 및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 척수장애인
은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20대, 30대의 젊은 연령층 많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요구
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직업상담, 원직복귀 등을 체계
적으로 지원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Ｍ：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직업훈련을 검색을 하여 소개해주고 연계까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타 기관을 연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원센터 내에서 직접하는 체계적
인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Ｈ：지역사회에서 보호작업장은 그럭저럭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작업장이 아니면 갈 때가 없지만 척수장애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노력여
부에 따라 여러 분야를 갈 수 있지만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할 수 있는 것
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길을 안내해줬으면 좋겠어요. 관련 교육을 해 주고 좋게는 기
관까지 연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곳이 없어요.
Ｊ：나중에 궁극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척수장애인들이 직속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을 하고 보호자들이 동반참석이 가능하여 케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중앙센터에서는 아급성기 이후의 척수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사회복
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척수장애인은 대
학병원, 지역사회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사회복귀 준비기에 접어들면서 사
회재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병원에서는 재활의료수가 등의
문제로 체계적인 사회복귀시스템이 가동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선적
으로 권역별 재활병원 등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 가기 전 척수장애인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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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시스템으로 전환재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센터가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재활체계를 주도할 당사자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다. 이들을 위해 센터에서는 척수장애인 당사자를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가
로 양성하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Ｂ：개별 한 두명의 전문가, 한 두기관이 척수장애인에 대한 전문기관, 전문가가 될 수 없
다. 한 장애인을 위해 팀을 짜서 팀이 운영되는 전문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개
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의 주 포커스는 우리나라 척수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델로써 한 케이스를 성
공적으로 사회복귀 시키는 모델이라든가 기관, 시스템과 시스템이 묶여서 만들어내는
체계에 대한 기반 구축을 사업의 포커스로 두면 어떨까하고 생각한다.
Ｇ：향후 사업 진행방향이 잡혀서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차별성 있게 운
영하기 위해서는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
아요. 초반에 말한 것처럼 교육과 훈련으로 나누어서 먼저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1단계 사업(헬스, 매트리스 등)을 거친 후에 2단계 교육으로 대상자들이 원하는 교육
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춘 훈련이 진행되었으면 해요. 이렇게 센터가 각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핵심으로 당사자를 뒤에서 밀어주는, 당사자가 힘들어할 때 힘
이 되어주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해요. 훈련을 마치고 취업연계,
동행면접 등 직업지원사업 측면까지 센터에서 진행하여야 척수장애인이 센터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센터는 현장 위주로 가야하는 것이죠.

4) 유관기관과의 협력 내용, 유관기관 간의 사업의 연계 시 어려움 및 센터
관계자의 사업 진행 상의 애로사항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
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었다. 센터는 병원과 MOU
을 맺고, 병원에서 정보메신저에게 척수손상환자를 연결해 주면서 척수손상환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동료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협조해 주고 있었다. 또한 읍면동사무
소와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훈련원 등과의 연계를 통
해 정보메신저, 코디네이터 등을 지역사회의 공공 또는 민간자원과 연계, 업무에
있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관기관 간의 연계, 또는 협
조 시 센터 직원의 역량이 가장 중요시 되면서 이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
다. 척수손상은 생애 전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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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Ｈ：나이가 각양각색하기 때문에 10대의 경우, 학교에 대한 검정고시 문의나 장애인 특례
입학 관련에 대해, 어디 학교에 장애인이 많은지, 내가 갈 수 있는 학과가 있는지, 내
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20~30대에는 편입, 직장
등 자신의 수준이나 나이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인가 등
무작정 직업재활이라고 해도 ‘일상으로 가셔서 활동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정리하여
갖추어 놓고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직
업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보메신저, 코디네이터 등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정보제공이 아닌 단편
적인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있어, 센터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있다
는 의견이 있었다.
Ｂ：센터의 일상생활지원을 하는 활동가 중에는 스포츠 얘기하는 사람은 스포츠 얘기만
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척수장애인의 생애주기가 단절되는 것이다. 즉, 공
부할 시기, 취업할 시기에도 운동만 하는 것과 같다.

한편, 센터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는 예산 부족
으로 매년 센터 직원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으며, 센터 운영비는 일반회계가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지급되어 연말에 사업이 종결되어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차
기 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다.
Ｈ：센터에서는 전문 정보메신저가 중요한 역할인데 정기적인 수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 직장이라고 하기가 애매해서 오래 근무하지 않아요. 메신저가 바뀌면 환자나 병원
에서도 걱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해가 지날수록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가해야하는 서비스라기보다 사업의 지속성이 중요한 거죠.
Ｊ：메신저 입장에서 보면 병원으로 일을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요. 핵심사업인 메신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연 1회 메신저 양성 및
보수교육, 임금, 메신저와 병원과의 매칭 문제 등) 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보
다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한, 현재 센터는 거의 대부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부설로 운영되어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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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비지원 지역센터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재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인건
비의 부족으로 협회의 업무도 겸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센터
의 예산지원이 확대되면, 지역센터에서 척수장애인의 초기재활서비스 제공하는 전
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지적하였다.
Ｈ：협회 내 센터 직원 2명이 협회에서 해야 하는 일 까지 전부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협회 일에 치중하게 되면 센터일은 뒷전이 될 거에요. 중앙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 외의 지방협회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협회장과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기 때
문에 두 개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센터에서는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와 센터가 분리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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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척수장애인 이용자 양적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현장 사례조사 및 FGI 조사의 후속작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는 전국의 7개 척수장애인재활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인 강원, 충북, 경북, 대
구, 경남, 부산을 중심으로 센터 관계자 즉 정보메신저, 코디네이터, 센터 직원들이
직접 지난 1년간 센터 사업을 이용한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례조사
는 실제 지역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고, FGI
조사는 협력기관과 센터 관계자 및 종사사의 센터 관련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폭 넓
은 의견수렴이 목적이나 직접 센터 사업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척수장애인의 의견
을 수렴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센터
사업 및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 중심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또한 직접적으로
센터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척수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 체계
및 포괄적인 재활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척수센터 홈페이지, 척수장
애인 관련 카페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Google Survey)도 함께 실
시하였다.
조사는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2) 조사 내용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이용실태와 만족도, 욕구 등의 실태조사는 실제 센터 사
업을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척수장애인에 따라 응답
영역을 달리하였으며, ①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서비스 참여자, ② 척수장애인 재활
지원서비스 미 참여자, ③ 일반적인 사항(공통) 으로 구분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아래 <표 Ⅳ-1>과 같다.

제4장 조사결과

81

<표 Ⅳ-2>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주요 조사 내용

센터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이용자

･
･
･
･
･
･
･

센터 사업을 접하게 된 계기
센터 사업 이용 실태
서비스 이용 후 심리정서 변화
서비스 이용 후 사회복귀 변화
센터 사업 도움 정도
활동가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센터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지역사회
척수장애인

･ 지역사회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참여 경험 여부 및 실태
･ 센터 인지 여부
･ 향후 지역사회에서 제공해 주길 바라는 재활지원 사업 종류 및 우선순
위

일반적인
사항 및
장애와
재활관련
사항 (공통)

･
･
･
･
･
･
･
･
･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과거 직업 유무
수급형태
의료혜택종류
신업재해해당여부
주거 형태

･ 프로그램/ 서비스 불만족 이유
･ 향후 센터에서 제공해 주길 바라
는 사업 종류 및 우선순위

･
･
･
･
･

장애등급
원인
손상부위
이동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
일상생활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3)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253명의 응답자 가운데 남성이 72%(184명)으로 여성(26%)에 비해 현저히 많
았으며, 연령은 30대가 30.28%(76명), 40대가 29.08%(73명)으로 30~40대가 주를
이뤘다. 거주지역은 경기도 거주자가 23.32%(59명)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19.37%(49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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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일반 사항
(단위: 명, %)

구분

성별

연령

거주지역

빈도(비율)
남자

184(72.73)

여자

67(26.48)

기타

2(0.79)

전체

253(100)

10대

4(1.59)

20대

17(6.77)

30대

76(30.28)

40대

73(29.08)

50대

58(23.11)

60대

18(7.17)

70대 이상

5(1.99)

전체

251(100)

서울시

15(5.93)

경기도

59(23.32)

인천광역시

6(2.37)

충청남도

22(8.70)

대전광역시

21(8.30)

강원도

1(0.40)

경상북도

49(19.37)

경상남도

26(10.28)

대구광역시

6(2.37)

부산광역시

27(10.67)

울산광역시

2(0.79)

전라북도

12(4.74)

전라남도

2(0.79)

광주광역시

1(0.40)

제주특별자치도

3(1.19)

세종특별자치시

1(0.40)

전체

2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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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대부분이 경수, 흉수 손상을 입었으며, 흉수 손상이 49.41%(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손상으로 인한 마비 상태는 완전마비가 64.82%(164명)으로 불완전마
비(33.99%)에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Ⅳ-4> 척수 손상 부위 및 마비 상태
(단위: 명, %)

구분

척수 손상부위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
상태

빈도(비율)
경수손상

111(43.87)

흉수손상

125(49.41)

요수손상

12(4.74)

기타

5(1.98)

전체

253(100)

완전마비

164(64.82)

불완전마비

86(33.99)

기타

3(1.19)

전체

253(100)

척수 손상을 입은 후 이와 관련하여 5곳 이상(33.47%, 84명)의 병원에 입원한 경
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비는 주로 공적 건강보험(31.2%, 78명)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결국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민간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온전히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료급여를 통해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 비율도
21.6%(54명)로 나타나 장기간의 치료를 포함한 병원 생활이 경제적 악화를 가져오
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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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입원 병원 수 및 병원비 충당 방법
(단위: 명, %)

구분

척수 손상 이후
입원한 병원 수

입원기간 동안 주된 병원비
충당 방법

빈도(비율)
1곳

16(6.37)

2곳

45(17.93)

3곳

65(25.90)

4곳

41(16.33)

5곳 이상

84(33.47)

전체

251(100)

산재보험

38(15.20)

자동차보험

47(18.80)

보훈

2(0.80)

의료급여

54(21.60)

건강보험(공적)

78(31.20)

민간보험

28(11.20)

기타

3(1.20)

전체

250(100)

척수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2년 미만(43.6%, 109명)의 병원 생활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 장기입원의 비율이 약 12%정도로 조사되었다. 병원을
퇴원하여 사회복귀를 했다고 느끼는 시점까지 약 2년 미만(41.84%, 100명)의 시간
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다가 10년 이상 장기화 되는 비율이 다시 10.46%(25명)로 오르는 현상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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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입원 기간 및 사회복귀 기간
(단위: 명, %)

구분

척수 손상 이후
병원 입원 기간

병원 퇴원 이후
사회복귀기간

빈도(비율)
109(43.60)
55(22.00)
56(22.40)
18(7.20)
12(4.80)
250(100)
100(41.84)
38(15.90)
44(18.41)
22(9.21)
10(4.18)
25(10.46)
239(100)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전체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2) 서비스 이용 특성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93.27%로 나타났고, 척
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는 74.04%로 약간 떨어졌다. 척수장애인재활지
원센터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6.67%로 센터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으
나, 실제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Ⅳ-7>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및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전체

한국척수장애인협회

291(93.27)

21(6.73)

312(100)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231(74.04)

81(25.96)

312(100)

<표 Ⅳ-8>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이용 경험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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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비율)

이용 경험 있음

208(66.67)

이용 경험 없음

104(33.33)

전체

3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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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인지 경로는 척수협회/센터직원 또는 관계자,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
으며(40.51%), 주변의 척수장애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도 34.87%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9>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인지 경로
(단위: 명, %)

구분

빈도(비율)

동료 척수장애인의 소개

68(34.87)

활동가(정보메신저/코디네이터)를 통해

35(17.95)

척수협회/센터직원 또는 관계자, 홈페이지를 통해

79(40.51)

재활병원 등의 관계자(치료사, 간호사 등)

6(3.08)

언론보도 및 홍보물

6(3.08)

기타

1(0.51)

전체

195(100)

센터 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매트리스클리닝의 이용경험이 25.2%(107
명)으로 가장 많았다. 찾아가는 정보메신저와 찾아가는 헬스케어의 이용률은 각각
20%로 나타났고, 지역사회복귀훈련 17.4%, 프로그램 및 자원 연계 서비스가 15.3%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른 이용 분포를 보였다.
<표 Ⅳ-10>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내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이용 경험 있음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87(20.5)

찾아가는 헬스케어

89(20.9)

매트리스 클리닝

107(25.2)

지역사회복귀훈련(캠프 포함)

74(17.4)

프로그램 및 자원연계서비스

65(15.3)

기타 프로그램

3(0.7)

전체

425(100)

주: 복수응답

센터 이용 후 심리·정서적 변화를 살펴보면 각 문항별로 평균 3점 이상의 결과
를 보였다. 일상생활에 대한 자신감(3.3점) 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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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만남에 자유로워지고(3.24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
으며(3.2점), 삶에 대한 목표 설정, 낮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감소의 측면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Ⅳ-11> 센터 이용 후 심리․정서적 변화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소계

평균값
(점)

일생생활을 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0
(0.00)

8
(4.26)

116
(61.70)

64
(34.04)

188
(100)

3.30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었다

0
(0.00)

18
(9.57)

115
(61.17)

55
(29.26)

188
(100)

3.20

낯선 장소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졌다

1
(0.53)

19
(10.11)

120
(63.83)

48
(25.53)

188
(100)

3.14

장애 이후의 삶에 대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0
(0.00)

22
(11.76)

109
(58.29)

56
(29.95)

187
(100)

3.18

사람들과 사귀고 만나는
활동이 자유로워졌다

1
(0.53)

18
(9.63)

103
(55.08)

65
(34.76)

187
(100)

3.24

센터 서비스 이용 후 사회복귀에 대한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심리․
정서적 변화보다 낮은 수준의 변화를 보였으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다(3.03점)
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활동이 장애 발생 이전만큼
회복되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31.9%로 나타나 장애 이전과 이후의
활동 양이나 질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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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센터 이용 후 사회복귀 변화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전체

평균값
(점)

일상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7
(3.7)

27
(14.4)

107
(57.2)

46
(24.6)

187
(100)

3.03

지역 내 단체 활동이나
모임 참여가 증가하였다

2
(1.1)

23
(12.2)

105
(55.9)

58
(30.9)

188
(100)

3.16

문화･스포츠･여가
활동이 증가하였다

2
(1.1)

24
(12.8)

97
(51.8)

64
(34.2)

187
(100)

3.19

경제 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의 노력이
증가하였다

5
(2.7)

30
(16.1)

109
(58.6)

42
(22.6)

186
(100)

3.01

전반적인 사회활동이
장애 발생 이전만큼
회복되었다

6
(3.2)

60
(31.9)

87
(46.3)

35
(18.6)

188
(100)

2.80

센터 활동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 가운데 서
비스 전달에 대한 노력 즉, 활동가의 태도의 측면에서 4.17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
도를 나타냈다.
<표 Ⅳ-13> 센터 활동가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전체

평균값
(점)

역량 및 전문성

0
(0.0)

2
(1.1)

41
(21.7)

101
(53.4)

45
(23.8)

189
(100)

4.00

척수장애에 대한
이해

0
(0.0)

2
(1.1)

37
(19.6)

97
(51.3)

53
(28.0)

189
(100)

4.06

서비스 전달에
대한 노력(태도)

0
(0.0)

1
(0.5)

30
(16.1)

92
(49.5)

63
(33.9)

186
(100)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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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만족에 가까운 평가를 하였는
데, 그 가운데 매트리스 세척 서비스가 4.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
회복귀 훈련이 4.01점으로 뒤를 이었다.
<표 Ⅳ-14> 센터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전체

평균값
(점)

정보메신저의 상담
및 정보 제공

3
(2.5)

2
(1.7)

26
(21.9)

53
(44.5)

35
(29.4)

119
(100)

3.97

헬스케어 전문가의
건강관리

3
(2.7)

6
(5.3)

26
(23.0)

41
(36.3)

37
(32.7)

113
(100)

3.91

매트리스 세척
서비스

1
(0.9)

1
(0.9)

17
(14.7)

43
(37.1)

54
(46.6)

116
(100)

4.28

지역사회복귀훈련

1
(1.1)

1
(1.1)

22
(25.0)

36
(40.9)

28
(31.8)

88
(100)

4.01

개별지원 및
자원연계

1
(1.1)

0
(0.0)

23
(25.3)

42
(46.2)

25
(27.5)

91
(100)

3.99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서비스 횟수가 적은 것(40.63%, 26
명)을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를 연중 지속적으로 받기 어려운 점도 35.94%(23명)으
로 나타나 서비스 양의 부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15>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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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비율)

서비스 신청 과정이나 절차의 어려움

4(6.25)

대상자 선정이 잘 되지 않음

6(9.38)

서비스 횟수가 적음

26(40.63)

서비스를 연중 내내 지속적으로 받기 어려움

23(35.94)

기타

5(7.81)

전체

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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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센터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는 응답자는 97.3%(180명)로 나타났으며, 센터
사업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확대를 요하였으나, 초기 척수
장애인 정보제공 사업과 헬스케어 전문가의 건강관리 사업이 각각 평균 4.51점으로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다. 앞선 결과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매트
리스 세척 서비스였으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4.23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
였다.
<표 Ⅳ-16> 향후 센터 이용 욕구
(단위: 명, %)

구분

빈도(비율)

이용하고 싶다

180(97.30)

이용하고 싶지 않다

5(2.70)

전체

185(100)

<표 Ⅳ-17> 센터 사업의 향후 확대 필요성
(단위: 명, %)

사업명

폐지

축소

초기 척수장애인
정보제공
헬스케어 전문가의
건강관리
매트리스 세척
서비스

0
(0.0)
2
(1.1)
2
(1.2)
1
(0.6)
1
(0.6)

0
(0.0)
2
(1.1)
2
(1.2)
1
(0.6)
1
(0.6)

지역사회복귀훈련
개별지원 및
자원연계

현상
유지
21
(11.8)
18
(10.1)
37
(21.9)
20
(11.4)
21
(12.4)

약간
확대
45
(25.3)
37
(20.7)
42
(24.9)
46
(26.3)
45
(26.6)

대폭
확대
112
(62.9)
120
(67.0)
86
(50.9)
107
(61.1)
101
(59.8)

전체
178
(100)
179
(100)
169
(100)
175
(100)
169
(100)

평균값
(점)
4.51
4.51
4.23
4.47
4.44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에게 미이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64.37%(56
명)가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절
반 이상의 응답자가 센터의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으로 인해 서비스를 선택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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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센터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어떤 서비스/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빈도(비율)
56(64.37)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내가 이용할만한 서비스가 없어서
서비스 제공시기가 내 생활과 맞지 않아서
기타
전체

18(20.69)
8(9.20)
2(2.30)
3(3.45)
87(100)

센터 이외에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곳에 대한 조사결과, 이용기관이 전혀
없는 경우가 31.43%로, 센터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타 기관에 대한
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27.62%가 장애인복
지관의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립생활센터나 보조기기센터의 경우 각
각 14.29%의 응답을 보였다.
<표 Ⅳ-19> 척수재활지원센터를 제외하고 이용 경험이 있는 기관
(단위: 명, %)

구분
이용기관 없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기기센터
장애인재활체육관
직업재활기관
전체

빈도(비율)
33(31.43)
29(27.62)
15(14.29)
15(14.29)
9(8.57)
4(3.81)
105(100)

주: 다중응답

타기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는 이용 경험이 없는 서비스가 대부분인
가운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가운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정보제공(휠체어
등)에 대한 이용 경험이 61.63%(5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가운데 운전 교육 32.56%, 활동보조인 이용 교육 30.23%, 지역사회
연계(자조모임, 복지관 등), 장애인 체육 및 여가활동 연계지원이 각각 29.07%, 재
활 체육 27.91%로 체육, 여가 서비스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지원, 운
전 교육 등에 대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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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 외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용 여부
(단위: 명, %)

서비스 종류

이용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전체

14
(16.28)
14
(16.28)
53
(61.63)
24
(27.91)
6
(6.98)

72
(83.72)
72
(83.72)
33
(38.37)
62
(72.09)
80
(93.02)

86
(100)
86
(100)
86
(100)
86
(100)
86
(100)

36
(41.86)
16
(18.82)
12
(14.12)
17
(19.77)

50
(58.14)
69
(81.18)
73
(85.88)
69
(80.23)

86
(100)
85
(100)
85
(100)
86
(100)

16
(18.60)
28
(32.56)
8
(9.30)
26
(30.23)

70
(81.40)
58
(67.44)
78
(90.70)
60
(69.77)

86
(100)
86
(100)
86
(100)
86
(100)

6
(6.98)
25
(29.07)
25
(29.07)
16
(18.60)

80
(93.02)
61
(70.93)
61
(70.93)
70
(81.40)

86
(100)
86
(100)
86
(100)
86
(100)

3
(3.49)

83
(96.51)

86
(100)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

자립생활훈련(일상생활훈련)

2

자기관리(신변처리 및 욕창, 통증 관리 등)

3

장애인보조기기지원 및 정보제공(휠체어 등)

4

재활체육

5

주거지원(주택개조 정보제공)

6
7

상담관련 서비스
동료상담
(먼저 장애를 경험하고 재활한 동료와 상담)
개인 심리상담
(장애수용, 우울, 자살시도, 동기부여 등)

8

법률관련 상담(보험, 보상 상담 및 지원)

9

재활상담(사회복귀를 위한 전반적 상담)
교육관련 서비스

10

장애에 대한 교육

11

운전 교육

12

성재활 교육

13

활동보조인 이용 교육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

14

가족지원(가족상담 및 가족기능강화 등)

15

지역사회 연계
(척수장애인 자조모임, 지역사회복지관 등)

16

장애인체육 및 여가활동 연계지원

17
18

직업복귀
(학업복귀/원직복귀지원 및 취업, 창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참여 및 사회복귀 이후 지속적
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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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욕구
사회복귀 과정에서 서비스 필요도를 살펴보면 먼저, 영역별로 일상생활지원 서
비스(55.1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35.63%), 상담관련 서
비스(5.75%), 교육관련 서비스(3.45%) 순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조사 결과,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 보조기기지원 및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주거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필요도는 미이용자의 필요도 보다 높게 조사되
었다.
<표 Ⅳ-21> 가장 필요한 서비스 영역
(단위: 명, %)

구분

이용자

미이용자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83(46.37)

48(55.17)

상담관련 서비스

13(7.26)

5(5.75)

교육관련 서비스

7(3.91)

3(3.45)

사회활동지원 서비스

76(42.46)

31(35.63)

전체

179(100)

87(100)

<표 Ⅳ-22> 사회복귀 과정에서의 서비스 필요도
서비스 종류

이용자

미이용자

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4.56

4.41

1

자립생활훈련(일상생활훈련)

4.52

4.32

2

자기관리(신변처리 및 욕창, 통증 관리 등)

4.59

4.29

3

장애인보조기기지원 및 정보제공(휠체어 등)

4.64

4.62

4

재활체육

4.46

4.31

5

주거지원(주택개조 정보제공)

4.57

4.53

4.41

4.17

Ⅱ. 상담관련 서비스
6

동료상담(먼저 장애를 경험하고 재활한 동료와 상담)

4.49

4.13

7

개인 심리상담(장애수용, 우울, 자살시도, 동기부여 등)

4.40

4.22

8

법률관련 상담(보험, 보상 상담 및 지원)

4.30

4.10

9

재활상담(사회복귀를 위한 전반적 상담)

4.43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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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이용자

미이용자

Ⅲ. 교육관련 서비스

0.00

0.00

10

장애에 대한 교육

4.37

4.17

11

운전 교육

4.46

4.16

12

성재활 교육

4.24

4.00

13

활동보조인 이용 교육

4.42

4.14

4.42

4.20

4.41

4.12

15 지역사회 연계(척수장애인 자조모임, 지역사회복지관 등)

4.42

4.13

16

장애인체육 및 여가활동 연계지원

4.40

4.24

17

직업복귀(학업복귀/원직복귀지원 및 취업, 창업 등)

4.47

4.28

4.42

4.24

Ⅳ.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
14

가족지원(가족상담 및 가족기능강화 등)

18 사후관리(서비스 참여 및 사회복귀 이후 지속적 관리지원)
주: 1) 5점 만점 기준(1점은 ‘매우 불필요’, 5점은 ‘매우 필요’)
2)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각 세부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하였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살펴
보면, 자립생활훈련(이용자 19.4%, 미이용자 17.6%)이 가장 먼저 지원되어야 한다
고 나타났다. 다음, 이용자의 경우 자기관리가 14.1%, 보조기기 지원 및 정보제공
이 13%로 나타난 반면, 미이용자의 경우 둘 간의 우선순위가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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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3> 필요한 서비스의 우선순위(다중응답)
(단위: 명, %)

서비스 종류

이용자

미이용자

자립생활훈련

105(19.4)

46(17.6)

자기관리

76(14.1)

33(12.6)

장애인보조기기지원 및 정보제공

70(13.0)

33(12.6)

재활체육

28(5.2)

14(5.4)

주거지원

35(6.5)

23(8.8)

동료상담

37(6.9)

12(4.6)

개인 심리상담

24(4.4)

14(5.4)

법률관련 상담

6(1.1)

3(1.1)

재활상담

27(5.0)

16(6.1)

장애에 대한 교육

5(0.9)

2(0.8)

운전 교육

10(1.9)

7(2.7)

성재활 교육

10(1.9)

7(2.7)

활동보조인 이용 교육

8(1.5)

5(1.9)

가족지원

19(3.5)

6(2.3)

지역사회 연계

21(3.9)

12(4.6)

장애인체육 및 여가활동 연계지원

21(3.9)

8(3.1)

직업복귀

30(5.6)

17(6.5)

사후관리

8(1.5)

3(1.1)

전체

540(100.0)

261(100.0)

성별 서비스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자립생활훈련서비스(일상생활훈
련)가 가장 높았으며, 자기관리(신변처리 및 욕창, 통증 관리 등),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및 정보제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직업복귀서비
스에 대한 욕구가 7.10%(13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동료상담 8.96%(6명),
개인 심리상담 7.46%(5명) 순으로 나타나 남성은 직업에 대한 욕구, 여성은 심리·
정서적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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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성별 서비스 우선순위
서비스 유형

남성

여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자립생활훈련

67

36.61

22

32.84

자기관리

26

14.21

12

17.91

장애인보조기기지원 및 정보제공

22

12.02

11

16.42

재활체육

8

4.37

3

4.48

주거지원

9

4.92

1

1.49

동료상담

5

2.73

6

8.96

개인 심리상담

5

2.73

5

7.46

법률관련 상담

0

0.00

0

0.00

재활상담

5

2.73

2

2.99

장애에 대한 교육

1

0.55

0

0.00

운전 교육

3

1.64

0

0.00

성재활 교육

4

2.19

0

0.00

활동보조인 이용 교육

0

0.00

1

1.49

가족지원

5

2.73

0

0.00

지역사회 연계

4

2.19

0

0.00

장애인체육 및 여가활동 연계지원

6

3.28

1

1.49

직업복귀

13

7.10

1

1.49

사후관리

0

0.00

2

2.99

183

100.00

67

100.00

전체

연령별 서비스 우선순위 역시 자립생활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경우 개인 심리상담이 14.29%(3명), 자기관리, 장애인보조기기지원 및
정보제공, 운전 교육이 각각 9.52%(2명)로 나타난 반면, 30대는 자기관리 16%(12
명),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및 정보제공이 12%(9명)으로 조사되었다. 40대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정보제공이 16.44%(12명), 자기관리 12.33%(9명), 직업복귀
9.59%(7명), 50대는 자기관리 22.41%,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및 정보제공이
8.62%(5명), 60대 이상의 경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정보제공이 21.74%(5명),
자기관리 13.04%(3명), 동료상담, 주거지원, 가족지원 서비스가 각각 8.7%(2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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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5> 연령별 서비스 우선순위
20대이하
서비스 유형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자립생활훈련

5

23.81

28

37.33

26

35.62

22

37.93

6

26.09

자기관리

2

9.52

12

16.00

9

12.33

13

22.41

3

13.04

장애인보조기기지
원 및 정보제공

2

9.52

9

12.00

12

16.44

5

8.62

5

21.74

재활체육

0

0.00

5

6.67

2

2.74

4

6.90

0

0.00

주거지원

1

4.76

1

1.33

4

5.48

2

3.45

2

8.70

동료상담

2

9.52

4

5.33

1

1.37

2

3.45

2

8.70

개인 심리상담

3

14.29

3

4.00

2

2.74

1

1.72

1

4.35

법률관련 상담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재활상담

1

4.76

2

2.67

3

4.11

1

1.72

0

0.00

장애에 대한 교육

0

0.00

0

0.00

1

1.37

0

0.00

0

0.00

운전 교육

2

9.52

1

1.33

0

0.00

0

0.00

0

0.00

성재활 교육

0

0.00

1

1.33

3

4.11

0

0.00

0

0.00

활동보조인 이용
교육

0

0.00

1

1.33

0

0.00

0

0.00

0

0.00

가족지원

0

0.00

1

1.33

1

1.37

1

1.72

2

8.70

지역사회 연계

1

4.76

2

2.67

0

0.00

1

1.72

0

0.00

장애인체육 및
여가활동 연계지원

0

0.00

1

1.33

2

2.74

3

5.17

1

4.35

직업복귀

1

4.76

3

4.00

7

9.59

3

5.17

1

4.35

사후관리
전체

1

4.76

1

1.33

0

0.00

0

0.00

0

0.00

21

100.0

75

100.0

73

100.0

58

100.0

23

100.0

손상부위별 서비스 우선순위를 보면, 경수와 흉수의 경우 자립생활훈련 서비스
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으며, 자기관리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직업복귀 서비스 순으로 나타난 반면, 요수 장애인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으며, 자립생활훈련과 자기관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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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6> 손상부위별 서비스 우선순위
경수손상
서비스 유형

흉수손상

요수손상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자립생활훈련

46

41.82

39

31.20

3

25.00

자기관리

17

15.45

18

14.40

3

25.00

장애인보조기기지원 및
정보제공

9

8.18

18

14.40

4

33.33

재활체육

4

3.64

7

5.60

0

0.00

주거지원

3

2.73

7

5.60

0

0.00

동료상담

6

5.45

4

3.20

1

8.33

개인 심리상담

3

2.73

6

4.80

0

0.00

법률관련 상담

0

0.00

0

0.00

0

0.00

재활상담

2

1.82

5

4.0

0

0.00

장애에 대한 교육

1

0.91

0

0.00

0

0.00

운전 교육

2

1.82

1

0.80

0

0.00

성재활 교육

0

0.00

4

3.20

0

0.00

활동보조인 이용 교육

1

0.91

0

0.00

0

0.00

가족지원

2

1.82

2

1.60

1

8.33

지역사회 연계

3

2.73

1

0.80

0

0.00

장애인체육 및 여가활동
연계지원

3

2.73

4

3.20

0

0.00

직업복귀

7

6.36

8

6.40

0

0.00

사후관리

1

0.91

1

0.80

0

0.00

110

100.0

125

100.0

12

100.0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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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연구에서는 지역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와 재활병원의 사회재활 프로그램
등의 사례조사와 사회재활 관련 전문가, 지역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 척수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의 방
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지역의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재활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어 사업을 운영하
고 있었다. 정보메신저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재활병원에 방문하여 사례를
발굴하고,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 연계까지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헬스
케어 사업은 이용자의 욕구가 높은 반면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지속적으로 지원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지역사회복귀훈련 사업은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특화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클린 매트리스 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센
터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였다.
두 번째로 재활병원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척수 장애인의 사고 후 주기에 따
라 척수 손상 직후 치료와 초기 재활, 급성기, 아급성기, 유지기(만성기) 재활에 각
각의 재활병원이 특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현장 전문가 및 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초점집
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양쪽 모두 센터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그 중요
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병원 입원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센터가 정보메
신저를 통해 자립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
다. 또 센터가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과 사회복귀에 대한 특화된 정보와 일상
생활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다른 유관기관과 구분되는 확실한 차별점이라고
보았다. 다만 초기 재활병원 방문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 기능을 유지하면서,
병원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이나 아급성기를 지난 척수장애인
에게 보조기기, 직업복귀, 주거개선 등의 정보 제공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보았다. 또한 동료상담, 재활심리 상담, 가족 상담 등의 상담 기능과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연계,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앙센터는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급성 이후 척수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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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전국의 허브역할의 전문성을 갖춘 기반을 구축해야 한
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센터가 재활병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만, 협력 여부나 정도가 병
원장이나 사업 담당자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재활병원
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에는 한계가 많았다. 또한 센터 직원 또는 활동가의 역량 및
전문성으로 인해 단편적인 정보제공만 이루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국고 예산에 의존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과 협회 및 센터 인력부족으로 센터직원의 업무 과중이 문제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센터이용 만족도 및 서비스 욕구에 대한 조
사를 하였다. 센터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대부분 서비스에 만족감을
나타내었으며, 추가적으로 자립생활훈련, 자기관리, 보조기기 지원 및 정보제공,
재활체육, 주거지원 등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비스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 대상에서 자립생활훈련서비스, 자기
관리, 장애인보조기기지원 및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가운데, 남성은 직
업복귀서비스, 여성은 상담에 대한 서비스가 높았고, 연령별로 20대 이하는 심리상
담, 운전교육의 욕구가, 40대는 직업복귀, 60대는 상담, 주거지원 가족지원서비스
가 높게 나타났다. 손상 부위별로 경수와 흉수는 직업복귀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
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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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모델

1

센터의 기능과 역할 전환의 방향

우리나라의 척수장애인은 병원 퇴원 이후 해외 선진국처럼 체계적이고 준비된
일상복귀 훈련과 최적의 보조기기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적 재활이 제공되지
못하여 재활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해 중도 실명장애인이나 척수장
애인을 위한 재활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침 상에는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으로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
는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 코
디네이터 파견 사업 등의 상담사업, 둘째,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셋째, 지역사회복귀 훈련, 가족기능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넷째,
생활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지원 등 문화체육 활동 지원 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 627백만원(민간경상보조, 국비 100%)의 예산 지원으로 현재 중앙센터
및 지역의 7개 센터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인건비, 사업비등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센터는 중앙센터와 전국의 14개 시·도 지역
에 지역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지역센터의 경우는 직원이 2명이 상
근하고 있고, 이들 중 한명은 척수장애인 당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척수장
애인에게 교육, 상담, 훈련 등의 총체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7개 센터는 이와 같은 사업을 전부 진행할
수 없어 시도비 등의 보조금 등으로 일부 사업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들
비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정부는 대폭적인 예
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향후 센
터의 기능과 역할 전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를 조사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센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2010년부터 지역사회 중심
의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필요 기능
과 역할을 도출한 주요결과는 다음 <표 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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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연구방법에 따른 센터의 필요기능과 역할 도출을 위한 주요결과
연구방법

센터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문헌 고찰 및 현장조사)

이용자의 욕구조사
(양적설문조사)

필요 기능과 역할 도출을 위한 주요 결과
⦁재활서비스 제공 및 훈련, 교육 기능
⦁칩거 장애인 발굴
⦁장기입원 척수손상 정보제공
⦁지역 재활병원 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 (기능전환 2안)
⦁필요한 서비스의 신규 및 기존 기능의 확대
⦁일상생활훈련 욕구가 가장 큼, 초기 척수장애인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사업 확대 요구 높음
(기능전환 1안)
※ 설문조사결과 참조

유관기관 관계자 및 센터
직원의 의견
(FGI)

⦁퇴원을 준비하는 척수손상 환자에게 정보제공
⦁초기 재활병원 방문 및 초기 상담 기능
⦁동료상담, 재활심리 및 가족상담 등 상담기능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기능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 (기능전환 2안)

해외 사례
(문헌고찰)

⦁센터의 비전과 목적
⦁척수손상 치료 초기부터 당사자 참여 강조
⦁유관기관간의 협력 체계 구축
⦁다학제간 팀별 접근
⦁뉴질랜드의 “Transitionz’ 전환재활시스템 모형
(기능전환 1안)
⦁스웨덴의 RSS 프로그램 모형(기능전환 2안)
⦁스위스, 영국 모형 (기능전환 3안)

국내사례
(문헌고찰, 현장방문)

⦁국내병원 사회적 재활기능 약함
⦁척수장애인 당사자 참여 저조
⦁산재병원 등 중도장애인 발생에서부터 사회복귀까
지 통합적 체계 구축 필요(기능전환 3안)

자문회의

⦁병원은 의료적 재활 치중,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공공 및 민간자원 협력 관계 구축 필요
(기능전환 2안)

우선, 센터의 비전은 ‘당당한 척수장애인, 일상의 삶으로 복귀’로 정했다. 이를
위해 센터는 단계적으로 ① 중앙 허브기능 ② 광역차원 협력체계 구축 기능 ③ 중
도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기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척수장애인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허브기능으로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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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그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광역단위의 재활서비스 제공기관들을 컨트롤하는 기능으로 지역사회 내 권역별재
활병원,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보조기기 센터, 자립생활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의 협력체계 모델을 만들어 이곳에서 척수장애인의 사회재활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기능 전환방향으로 척수장애인을 시작으
로 중도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상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기능은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각각 분
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 중장기,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단계별 기능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센터의 3가지의 기능전환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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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전환 1안

1) 설명
기능전환 1안은 중앙 허브 기능으로 현 체계 유지 및 기능 확대 안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선진국은 척수손상 초기 이후부터 사회복귀
를 위해 척수장애인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사회적 재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적 재활 이후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서비스가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척수장애인은 퇴원 이후 3곳 이상 의
료기관을 전전하고 있는 비율이 조사 응답자의 75.7%이며, 이 중 5곳 이상이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원 퇴원 이후 사회복귀 기간이 2년 이상이 60%이며,
10년 이상도 10%나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208명의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센터 이용 후 심리·정서적 변화와 사회복귀 변화
정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향후 센터를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도 97.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서비스 및 프로그
램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서비스 횟수가 적고(40.63%), 서비스를 연중 내내 지속적
으로 받기 어렵다(35.94%)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재 센터 사업비로는 이용자
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국의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기능의 전환이 필요
하다.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 등을 파악한 결과,
현재 중앙 및 지역센터 체계를 유지하면서 매년 지역센터를 1~2개소씩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센터의 기능 확대 부분에서 뉴질랜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척수센터 건물 옆의 공간에 ‘Transitionz’라고 불리는 전환재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척수협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범운영해고 있는 ‘일상
홈’의 기능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한 센터의 조직과 예산 및 기능 확대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108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정립 연구

2) 현행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 전환재활시스템 기능 모델
(1) 센터 지원 확대 - 개소와 예산
전국적으로 230개소4)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나 척수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재
활훈련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관이나 기관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척수장
애인재활지원센터의 존재는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재활병원이나 지
역에 거주하는 척수장애인들이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기관이 지역센터이다. 그
러나 현재 전국에 총 14개소의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
는 센터는 7개소뿐이다. 이 국고지원금으로 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7개소 센터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없는 사업비
정도의 적은 금액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의 척수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센터의 설립 목적이 전국적으
로 안정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지역별 일률적이지 못한 예산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전국 단위의 지원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면 연차
적으로 매년 지역별 비지원 센터를 추가 지원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018년
도에 3개소를 추가지원하고 2019년도에 2개소, 2020년도에 2개소를 지원한다면 3
년 이내에 전국 14개소 센터를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국 14개 센터가 모두
지원을 받게 되면, 이후부터는 센터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보다 활발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통일된 서비스와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중앙센터의 실무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각 지역센터
가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질적인 향상을 이루게 되면 더 많은 척수장애인이 지역사
회에 안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국 장애인복지관 현황(미개관 3개소 포함) 2017. 9. 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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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지원 확대(안)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0년 이후

현재 7개소
지원 중

3개소
추가 지원

2개소
추가 지원

2개소
추가 지원
(총 14개소
지원 완료)

･ 센터별 예산 증액
･ 인천/울산/세종 센터
개소하여 전국 확대
완료

65백만원
×7개소
=455백만원

1억원
×10개소
=10억

1억원
×12개소
=12억

1억원
×14개소
=14억

1억원
×17개소
=17억

담당자 2인
척수장애인
척수장애인
척수장애인
(척수장애인
직원 의무고용 직원 의무고용 직원 의무고용
직원 의무고용)

척수장애인 직원
의무고용

(2) 센터 기능 확대 + 전환재활시스템
센터의 가장 주된 역할이라고 하면 척수장애인이 장애 이후 자신의 이전 삶을
최대한 회복하여 다시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센터의 주요 사업은 상담과 정보 제공, 재활훈련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단
기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서비스는 효과적인 일상복귀를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
로 한계가 있다. 척수손상 직후 급성기에는 의료적 처치와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접근이 쉽지 않아 대부분 센터의 프로그램에 관심
을 가지는 시기는 재활병원으로 전원 한 이후부터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리고 많은 척수손상 환자들이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도 신체적 재활
에만 집중하며 장기적인 병원생활을 지속하기도 한다. 척수손상환자가 2~3년 혹은
그 이상 장기 입원하다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결코 자연스럽지도 편
하지도 않다. 그래서 척수장애인에게 퇴원하는 과정은 제2의 트라우마라고 불리기
도 한다. 병원에서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환자로 지내다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활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칩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이 과
정에서의 충격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뉴질랜드와
스웨덴5)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일상홈’을 운영해오고 있다. ‘일상홈’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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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이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가기 전에 머물면서 일상생활 훈련, 사회
활동 참여, 직업상담 등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돌아가서도 안정적인 사
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돕는 개인 맞춤형 훈련이다. 아파트를 임대하여 실제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지내면서 이뤄지는 일상생활지원이다. 일상홈을 거쳐 간 훈련생
들은 대부분 장애와 일상생활에 대한 막막함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
지고 참여했다가 4주 과정이 끝날 때쯤이면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
는 의지를 보인다. 실제 생활에 대한 경험을 통해 쌓이는 자신감은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은 서울 한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일상홈의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 주거환
경과 흡사한 환경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주거지 대여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이미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정부로부터 또는 시로부
터 무료 임대주택을 제공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Ⅴ-3> 척수장애인의 허브기능전환 제안(안)
구분

현재
(AS IS)

개선
(TO BE)

중앙

⦁척수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교육기능
⦁지역센터 운영지원기능
⦁직접서비스 기능

⦁척수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교육기능
⦁지역센터 운영지원기능 강화
⦁직접서비스 기능
(점차적으로 축소)

지역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기능
⦁정보제공 기능
⦁초기 재활서비스 지원
⦁지역사회복귀 훈련 지원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기능
⦁정보제공 기능
⦁초기 재활서비스 지원
⦁지역사회복귀 훈련 지원
⦁전환재활시스템 운영
기능 추가

비고
중앙센터에서는
직접서비스기능을
점차 줄이고,
지역센터가 현재
7개에서 14개로
점차 확대됨을
가정 하여 지역센터
지원기능을 강화함
(2018~2020년
까지 )
초기/ 초보/칩거
척수장애인을
발굴하여
일상생활훈련을
지원하는 일상홈
운영을 가정 함
(2018~2020년
까지 )

5) 뉴질랜드는 병원 내에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여 사회복귀훈련을 하는 병원형이고, 스웨덴은 병원 밖의 지역
사회에 장소를 설치하여 훈련하는 지역사회형이다. 물론 양쪽 다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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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브기능의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비전과 목표 및 전략과제
이를 위해 현재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센터를 재정립하여 지역사회에
서 척수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기능의 센터로 명확한 방
향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향후 수립 가능한 센터의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을 설정하였다.

(1) 센터의 비전과 목표
기능전환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은 ‘당당한 척수장애인, 일상의 삶으로 복귀’
로 설정하였다. 척수장애인은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다가 중도에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이는 그들이 약간의 지원과 도움이 있다면 다시 장애 이전
의 일상의 삶을 되찾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센터의 목표는 교육, 상담, 재활훈련을 제공하여 척수장애인이 장애
이전의 또는 새로운 자신의 역할과 일상의 삶을 신속히 회복하여 자신이 속한 가정
과 직장(학교), 사회로 당당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 센터의 전략과제
센터의 목표인 ‘동료 중심의 교육, 상담, 재활훈련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동료 중심의 맞
춤형 일상생활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다. 척수손상은 비슷한 레벨이라도 후유 장애
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비슷한 장애를 가진 척수장애인 동료의 상담과
코칭은 효과가 매우 크다. 중도장애는 선천적 장애와 다르게 심리적으로 장애를 받
아들이는 기간을 필요로 한다. 장애 수용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 재활 기
간과 사회로 돌아가는 시기가 달라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척수손상 초기부터 의료
서비스 못지않게 척수장애인 동료의 지원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척수장애인
의 재활은 치료가 아니라 학습이다. 장애 이전에 당연하게 수행하던 일상생활과 활
동들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하는 것이다. 옷 갈아
입기, 휠체어/침대 옮겨 앉기, 배뇨/배변훈련, 휠체어 기술 등 완전히 다시 익히고
터득해야 할 습관들은 처음에는 누군가 가르쳐 주어야 배울 수 있다. 개인의 척수
손상 레벨에 맞게 이러한 일상생활 훈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척수장애인 동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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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과 교육은 성공적 사회복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건이며 효과적인 도움이다.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적용할 수 없는 사회복귀 단계에서 척수장애인 동료 중심의
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두 번째 과제는 “척수장애인 활동가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척수손상 직후
부터 심리, 직업 상담 등의 지원이 척수장애인 당사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척수장애인 활동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 및 일상생활 훈련
이 체계적으로 실시된다면 일상의 삶을 되찾는 시기는 단축될 수도 있다. 활동가의
역할이 척수손상 환자의 초기 단계부터 사회로 돌아가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끼치
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자격강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
다. 하나는 활동가의 자격이고 또 하나는 활동가의 자질이다. 하지만 활동가에 대
한 교육이 단기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당사자 전문가를 양성하기
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는 향후 모든 척
수장애인 활동가의 자격을 국가공인자격증(사회복지사, 재활상담사 등)에 기초하여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병원으로 파견되는 활동가의 경우는 초기 환자뿐 아니라 가
족과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그룹을 상대하여야 하는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 강화는 필수적이다. 자격을 갖추고 경력을 쌓아 능력을
인정받은 척수장애인 활동가가 이미 재활병원이나 유관기관에 정식 채용되는 사
례6)에서 볼 때, 동료 기반의 상담과 교육 및 훈련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료의 전문성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자격 강화에 이어 척수장애인
활동가의 자질 강화를 위하여 단기적 교육보다는 장기적인 진행 방안을 강구할 계
획이다. 기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우선은 소수 정예를 목표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척수장애인 활동가는 전문가 못지않게 척수장애에 대한 이
해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척수손상 관련 의학적 지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상담과 복지 분야도 필수 교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척수장애인 활동가가 이러한 심화교육을 이
수한다면 척수손상 초기부터 사회로 복귀하는 전체 과정에서 척수장애인 당사자의
역할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원직장 복귀 및 직업재활에 대한 지원 확대 과제다. 척수장애 발생율

6) 부산의 나눔과 행복병원에서는 그동안 센터에서 파견된 정보메신저 활동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고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에이블 뉴스 2017.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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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빈번한 연령대가 30~50대인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은 경제 활동을 하던 중
에 중도장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
활을 하던 사람들은 의료적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다시 원래 직장/직업으로 되돌아
가거나 또는 장애로 인해 그것이 어려울 경우 다른 직업/직장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장애가 너무 심하여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하는 경우라고 해도 잔존 기
능 한도에서 가능한 일을 찾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직업 능력
을 키우거나 원래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척수손상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직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이르지 않다. 또한 척수장애인이 다시 원래 직장
이나 또는 다른 직무를 위해 구직을 하는 경우에도 센터가 중간 가교 역할을 해주
는 것이 필요하다. 척수손상 발생 이후 환자나 가족들이 직장 관련 관계자를 만나
거나 협의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의 직업상담사가 고용주를 만나
협의하거나 법률적․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 등을 센터의 솔루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척수장애인의 능력에 대해 대변하고 고용주가 장
애인을 채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편의시설, 복지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척수장애에 대한 이해 향상과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개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척수장애인의 직업 복귀와 관련해서도 척수장애인 당사자와 고용주 간의 원만한
합의와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센터는 위와 같은 전략과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 척수손상 초기부터 개입하여
직업복귀까지 아우르는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척수장애인
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세금 내는 사회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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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당당한 척수장애인, 일상의 삶으로 복귀

목표

동료 중심의 교육, 상담, 재활훈련 지원을 통한 일상의 삶 회복

전략
과제

센터

개별지원 및 일상생활
훈련 강화

활동가 역량 강화
(국가공인자격증 기반)

― 교육지원 ―
·지역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활동가 양성교육
·활동가 전문성 강화
Long-term 교육
·운영 및 활동
매뉴얼 제작

― 운영지원 ―
·지역센터 운영관리
·지역사업 모니터링
·병원 및 기관 협력
·홍보 및 자원 확보

원직장/직업 복귀 &
직업재활 및 연계
― 서비스지원 ―
·척수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개발
·직업 및 자원연계
·사례관리
·일상홈 운영
(일상생활 훈련,
휠체어 이용 기술,
사회적응 훈련 등)

[그림 Ⅴ-1] 센터의 비전, 목표 및 전략과제
<표 Ⅴ-4> 센터의 세부사업
지원

항목
지역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운영 및 활동
매뉴얼 제작

운영지원

서비스지원

지역센터

지역센터 운영관리
지역사업 모니터링
병원 및 기관 협력
홍보 및 자원 확보
척수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개발
직업 및 자원연계
정보 관리
일상홈 운영
사례관리
칩거 장애인 발굴
직접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내용
실무교육
직원연수
실무평가
활동가 양성교육(Long-term 교육 추가)
활동가 자격 강화 - 국가공인자격증 필수
(사회복지사/재활상담사 등)
활동가 평가 강화
지역센터 운영지침
활동가 매뉴얼
상담매뉴얼 및 정보백과
업무 지원 및 통합 실적 관리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서비스 질 관리
파견 병원 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대상자 및 지역자원 확보

･ 척수장애인 특화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
･
･
･
･
･
･

원직장 및 직장 복귀를 위한 상담 및 자원연계
척수장애 관련 자료 수집 및 제공
사회복귀를 위한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 진행
복합적 욕구 및 문제 사례 전담 관리
지역사회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및 지원
척수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다
양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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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브기능의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배치(안)
앞선 제시한 센터의 비전과 목표 및 세부사업에 대해 중앙 및 지역센터의 조직
및 인력배치를 근거로 사업비를 책정해 보았다.

(1) 중앙센터
현재 중앙센터에서는 지역센터 운영 및 지역별 특화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
워지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는 역할로, 교육지원, 운영지원, 서비스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의 직원으로 중앙센터 조직체계를 간소화 한다
면 [그림 Ⅴ-2]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교육지원

• 지역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 운영 및 활동 매뉴얼 제작

운영지원

• 지역센터 운영관리
• 지역사업 모니터링
• 병원 및 기관협력
• 홍보 및 자원확보

서비스 지원

• 척수장애인 맞츰형 재활서
비스 개발
• 직업 및 자원연계
• 정보관리

[그림 Ⅴ-2] 3개 사업의 중앙센터 조직 체계(안)

2010년 최초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중앙센터만으로 진행되었고, 2012년 이
후부터 지역센터로 확대 운영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초반에는 중앙센터가 직접서
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지역센터의 확대와 더불어 점차 중앙센터의 역할을 정립하
는 계기가 되었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중앙센터는 직접적인 사업 진행보다
는 지역센터에 대한 관리와 실무자 및 활동가의 역량강화에 비중을 높이는 운영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센터가 직접서비스 제공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센터의 개소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 및 교육 대상도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 전체 지역으로 확대되면
중앙센터의 역할은 지역센터에 대한 관리와 교육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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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중앙센터는 센터장 1명과 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센터의
관리와 교육, 활동가 교육 및 직접서비스 제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운영에 대한 점검을 위해 중앙센터 직원이 지역센터를 방문
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잦은 출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14개
센터 지원으로 확대가 될 경우 중앙센터의 인력 확대는 사업과 운영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충원이 필요하다.
중앙센터가 위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력배치
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표 Ⅴ-5>와 같이 제안한다.
<표 Ⅴ-5> 중앙 센터의 사업비(안)
(단위: 백만원)

항목

2012년

2017년

2018년

2018년

사업비

57

66

50

70

인건비

93

106

120

150

운영비

자부담 및 인건비
잔여액

자부담 및 인건비
잔여액

5

10

총사업비

150

172

175

230

(2) 지역센터
현재 지역센터에서는 척수손상이 발생한 중도장애의 심리적 충격 등 각종 문제
로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척수장애인을 발굴하고 장애 이전
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역특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센터는 현재 총 65백만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과 더불어 지역별 특성 및 척수장애인 회원들의 욕구를
반영한 고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센터의 인력구성으로는 센터장은 겸직이고
척수장애인 당사자 직원 1명과 비장애인 1명으로 총 3명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센터의 기능전환 제1안 “허브 기능으로서 지역센터”
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센터의 예산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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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배치 기준으로 사업비를 제안한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센터는 1명의 센터장과 2명의 직원으로 재활지원 공통
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2012년에는 총 1억원의 사업비로 2명의
인건비(1인 당 17,500,000원) 약 3천5백만원과 약 5백만원의 운영비, 6천만원의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센터의 지원예산이 점차 삭감되면서
2017년 현재 기준 총 6천5백만원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최소한 2명의 직원 인건비(4천만원)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본
적인 재활지원사업(1~2개의 사업)을 수행하기도 어려운 사업비이다. 따라서 향후
최소한 2012년 수준의 사업비가 유지되어 2명 이상의 직원이 확보되어야 지역사회
내 칩거 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척수장애인의 초기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표 Ⅴ-6>와 같이 2018년도에는 1개소 당 1억원의 사업비를 책
정하였다.
그러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센터에서 휠체어로 이동하기, 자동차 트랜스
퍼 훈련 등의 일상생활훈련을 위한 일상홈 등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2018년
도에는 직원 1.5명과 일상홈 운영 등을 포함하여 약 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추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센터는 센터장(겸직 가능)을 포함하여 직원 4명(이중 1명
은 비상근직으로 지역사회복귀, 원직장복귀, 생활체육 등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산
정함) 등을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의 운영비를 추계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장애인자
립생활센터의 국고지원 금액 정도로 이 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매칭 펀
드(중앙정부 6천만원, 지방정부 9천만원)로 조성되는데 연간 개소 당 1억 5천만 원
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조직은 소장을 포함하여 직원 4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기준을 참고하여 조직과 인력, 사업비를 추정해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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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지역 센터의 사업비(안)

항목

2012

2017

2018
(2012년 기준의
사업비 확대)

2018
(2012년 기준의
사업비 확대 +
일상홈 운영 및
지원 등의 사업
추가)

사업비

6천만원

2천5백만원

5천만원

7천만원
(※ 일상홈 운영비
1천5백만원 추가)
7천만원
(※ 4명 기준
인건비/ 일상홈
운영 시 인건비
1.5명 추가)

인건비

3천5백만원
(2명 인건비)

4천만원
(2명 인건비)

5천만원
(※ 2.5명
인건비/ 0.5명
재활훈련사업
지원 인력 추가)

운영비

5백만원

자부담 및 인건비
잔여액

5백만원

1천만원

총
사업비

1억

65백만원

1억

1억 5천만원

5) 장․단점 및 보완방안
이와 같이 지난 8년 동안 운영해 온 현재의 척수장애인재활지원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지원체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서비스 및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또한 현재 재활병원 등에서 미흡한 사회적 재활 및 사회복귀 기능을 민
간영역인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
과 사업비로는 지역센터에서 초기 척수손상환자, 칩거 장애인을 발굴하고 동기부여
등의 재활상담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현실 가능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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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전환 2안

1) 설명
두 번째 기능은 광역차원의 지역사회 협력체계 기능이다. 척수장애인 재활지원
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재활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능전환 2안의 목적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척수장애인재활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주의
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척수장애
인재활지원센터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장애인재활서비스 관련
현장 전문가를 대상을 FGI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센터의 역할 중 향후
지역사회에서 척수장애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척수장
애인재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사회적 복지자원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기능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의 RSS(Rehabilitation
Station Stockholm) 모델이다. RSS에서는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에서 초기 일상생활훈
련이 끝난 척수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나 실제 생활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휠
체어기술훈련, 카트랜스퍼, 휠체어스포츠, 문화여가생활, 물리치료, 작업치료, 성재
활, 가족지원, 여성척수장애인의 결혼과 출산, 사후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외부 기관
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지금의 지역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각 지역에서 대체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는 곳
이 지역의 민간재활병원들이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보조기기센터 등 장
애인재활서비스 기관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각자 기관의 역
할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 간 네트워크 주체가 부재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권역별 재활
병원에서 회복기 기능회복 및 사회복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범사업7)이 진행
되고 있기에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사회적 재활서비스 지원체계들과 점차 그 역
할과 기능이 중첩되고 있다고 본다.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9.29.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법사업 10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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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현실적인 사업비로 재활서
비스 제공 전문인력 최소 3~4명이 근무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한 후 광역차원에서
지역의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
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은 센터와 필수
연계기관으로 지정되어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척수장애인재활지
원센터의 2번째 모형은 광역차원에서 지역척수장애인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
회의 장애인재활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을 연계하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Ⅴ-7> 광역차원 협력체계 구축 기능 제안(안)
구분

지역
센터

현재
(AS IS)

개선
(TO BE)

비고

⦁일부 재활병원 협력
⦁일부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
지시설 등 협력

⦁국립재활병원 및 권역별 재
활병원 협력
⦁보건소 협력
⦁보조기기센터 협력
⦁장애인고용공단 협력
⦁정부의 장애등록 및 서비스
판정기관(읍면동, 국민연금공
단 등)등과 협력하여 초기,
지역사회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협력

직원 4명 이상
근무 및
협력기관 협력
의무조항 명시,
병원에서의
적극적인
척수장애인
당사자 참여
중요

2)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지원사업간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의 공공의료과, 의료기
관정책과,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단, 건강정책
국의 건강정책과,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의 국립재활원 운영지원사업, 장애인
권익지원과의 척수장애인 재활지원 사업등이 추진되고 있고 이들 사업이 지역사회
에서 가동하고 있다.
이중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으로는 지역보건소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및 건강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이하 CBR)이 진행되고 있다. 즉, 전국의 254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에서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상자의 사회복귀지원 연계를 핵심으로 권역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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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병원8), 의료재활시설 등에서 추진되는 공동재활의료사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있다.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관할 내 재활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권
역재활병원, 대학병원 등 재활의료기관에서는 퇴원 예정자에 대한 CBR 사업안내
및 퇴원환자 인적정보를 보건소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최
소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의 약 5%이상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
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의 지원하는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은 중도시
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등으로 시행하고 있다.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은 매년 공모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중도 척수장애인을 위한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파견, 지역사회 복
귀훈련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명칭이 유사한 사업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다. 이 센터 지원
목적은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인권·교육 지원, 생활문화 지원 등 지역사회통합 지원 사업
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재활지원센터는 중앙회에 ‘중앙센터’, 16개 시·도 협회에
‘지역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척수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이 이용대상이며 장애인가족,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센터에서는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초기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정보제공과 상담, 전문가 교육, 지역사회 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관할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전달체계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
지증진으로 위해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직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의 사업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동·지각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 작업 치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최근 전국적
으로 센터 개소 수가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 향상을 위
한 핵심사업으로 자립생활기술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8) 전국 6개소(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강원도재활병원, 영남권역재
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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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역사회에 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존재하고
있으나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을 계획하거나 퇴원 이후 칩거하고
있는 척수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은 부재하다. 그
러나 이러한 척수장애인은 장애유형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
선 보건복지부 부처내의 사업 중 지역사회 협력이 필요한 사업부터 협력체계를 구
축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의 허브 운영모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를 따르면, 현재
지역의 재활병원 등은 정보메신저 파견사업으로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인지도
와 신뢰가 있어 어느 정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사회의 유관기
관인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보조기기센터 등과는 그리 활발하게 업무 협력
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의 장애인재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전달체계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장애인복지
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있고, 장애인정책과에서는 국립재활원 운영을 지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협력체계가 실효성 있게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
장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체계 구축방안
을 기술하고자 한다.

(1) 국립재활원, 권역재활병원, 지역 보건소 등과의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척수장애인의 초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대학병원, 국립재활원, 권
역재활병원 등이며 이들과 센터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립재활원은 척수손상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복귀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전국의 권역재활병원에서도 척수
손상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병원이
라는 공간의 한계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의료적 재활 중심으로 사업
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해외 선진국의 재활서비스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척수장애인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재활체계를 갖
추지 못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극히 제한적이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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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CBR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병원, 권역별재활병원에서 퇴원을 계획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들과 광역단위의 권역을 나누어 지역의 장애인재
활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단
절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척수장애인 거의 대
부분은 보건소9)를 자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을 하더라도 이들에게 맞는 재
활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으로 이러
한 권역별 재활병원과 보건소,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척수장
애인재활지원센터와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척수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을
변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장애인보조기기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자립,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서는 유사한 기관 또는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곳에서 척수장애인의 재활서
비스를 전담하거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은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가 유일하다. 그렇다고 다른 유관기관에서 전혀 척수장애인의 재활,
또는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각각 기관들은 정부의
사업지침에 맞게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척수장애인 등 중도장애인을 대상을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
관에서는 사회적 재활프로그램으로 척수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관이
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각종 지역위원회 활동 등을 하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조직으로 동료상담, 자립생활훈련기술 등의 사
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척수장애인을 중심으로 하지는 않고, 탈시설 발달장애인
9)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공공보건 전문기관으로 설립초기에는 급성 전염병 관리, 가족계획 사업 등 제한적인
보건사업에 초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진료사업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16개 항목의 보건소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실제 중도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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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뇌병변장애인 등 선천성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척수장
애인의 일상생활훈련과는 성격이 다른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척수장애인
의 초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의 보조기기센터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척수장애인과 같이 중도장애인
이 처음 가지게 될 보장구에 대한 상담 및 보장구 체험 등보다는 수리, 대여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 초기 재활서비스에 가장 중요한 맞춤형 휠체어 등 보장구지원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 간의 협업과 서비스 연계가 중요하다.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민
간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 지역사회
의 복잡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척수장애인은 장애유형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척수장애인재활
센터는 법적근거가 없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척수장애인협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민간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초기재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거개조, 지역사회 편의시설 환경 개선, 직업재활 등 지역사
회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읍면동 허브화 사업단, 장애인연금공단,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현장에서 가장 발굴하기 어려워하는 척수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의 칩거하는 장애
인이다. 병원을 퇴원한 후 자택에서 그 어떠한 재활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칩거 척
수장애인들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척수장애인재
활지원센터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에서의 전달체계
와 협력해야 한다. 현재 정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 전
담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단-시군구 모형과 접근성 높은 읍면동-시군구 모
형을 비교·검토하고 있다. 신규 장애인 등록부터 칩거 장애인 발굴하여 장애인서
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및
공단지사, 읍면동 등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전달체
계 내에서는 지자체마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서비스 연
계 지원 및 이용자 모니터링 등을 계획한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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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등록 시, 또는 활동지원수급자 심사 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데 장기적으로 이 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척수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수급자격 심의와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척수
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Ⅴ-3] 광역차원의 지역사회 중심 척수장애인재활지원체계

3) 광역지원의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방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단위의 센터에 상기에서 언급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 구분된다.
첫째는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공공적 업무 성격에 맞는 지침 또는 법 ·제
도 확보이고, 둘째는 센터의 업무 수행 절차의 공식화, 셋째는 척수장애인 초기 재
활서비스 제공 전담인력의 역량 강화, 넷째는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 수행 협력 체
계 개발이다.

126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정립 연구

(1) 업무 내용의 법제화 및 수행 절차의 공식화
현재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정부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비 형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센터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고, 단지 장애인복
지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척수장애인은 현재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유형을 분리되어 있지 않으나 척수장애인협회의 부설로 지금까지
8년 동안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척수장애인에게 정보제공 및 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제 정부는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
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민간협력 척수장애인
재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권역재활병원,
보건소 등과 함께 재활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척수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 전담인력의 역량 확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간의 협력 관계 형성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서의 필수사업은 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
이다. 장애인이 병원에서 퇴원을 준비하거나 퇴원 후 심리적 재활, 사회적 재활,
직업적 재활, 환경적 재활 등이 연계되지 못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복귀준비를
위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센터가 부족한 사업비로
인해 민간재활병원 등을 방문하여 정보메신저에 의한 정보제공 사업에 치중했다면
좀 더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전환재활서비스를 제공하
고, 심리적· 교육적·직업적·사회적재활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센터는 지역사회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협력 관
계를 형성해야 한다. 센터가 초기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로 정보제공과 일상생
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 이외 전문적인 가족서비스, 교육서비스, 취업서비스, 법
률서비스, 생계지원 서비스 등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과 같은 협력 관
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동료성을 강조하는 센터의 목적에 맞는
척수장애인 재활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3)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 수행 협력 체계 개발 필요
광역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시형과 농어촌형 지역 특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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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은 대학병원, 재활병원 등이 밀
집되어 있어 퇴원 이후 전환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척수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기 때
문에 이들에게 집중적인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농어촌일
경우는 칩거하거나 사회참여가 저조한 척수장애인을 찾아 장애이전의 삶을 회복하
도록 사회적 재활서비스가 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지역 마다 재활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등의 특색이 있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따라 협력방
법에 있어서도 공식적 활동 또는 비공식적인 활동 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협력 형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
① 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광역단위에서 협
력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척수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재 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을 변경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사업지침에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과 같은 형식으로 ‘척수장애인 재
활지원센터 운영’을 새롭게 만들거나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이라는 사업 아래
사업주체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한국척수장애인협회로 기술하는 방법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체계 운영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필수 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권고안 마련
사회복귀를 위한 척수장애인의 재활서비스는 어느 한 기관에만 이루어질 수 없
다. 지역사회에 칩거하는 척수장애인의 발굴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와 필수연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이들 기관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활서비스지원체계 운영협의회 및 실행 위
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재활서비스 기관 간의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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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10)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지부 지침에 근거하거나 권고 사
항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네트워크 구
축 및 운영 사업비로 연간 약 3,000만원(1인 인건비)을 편성한다. 구체적인 사업내
용으로 아웃리치사업, 심리･의료･법률자문･취업･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이후 사업이 안정화 되면 평가 후 1~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다. 척수장애인의 인구
수와 집중적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과 주거, 작업 환경 개선 등까지를 고려
하여 인력 추가 수요 발생 시 지방비 추가 확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4) 장․단점 및 보완방안
센터와 재활병원, 정부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초기 척수장애인 발굴이
용이하고 퇴원 후 사회복귀를 위한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이런 협력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지침 등이
필요하고, 병원의 평가지표에 지역사회 유관기관간의 협력 또는 사회복귀에 대한
노력 등을 평가하는 지표 등을 마련하여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센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지역 내 유관기관간의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센터 직원의 전문성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센터에서는 이러한 전문성 갖춘 척수장애인을 양성하
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무총리훈령 제545호)참조. 이 사업도 종전에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유관기관 간 의무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리훈령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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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전환 3안

1) 설명
세 번째의 기능전환 안은 상기에서 언급한 광역단위의 지역척수장애인재활지원
센터가 지역의 유관기관간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척
수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중도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델로 확장되는 기능을 하는
모형이다.
척수장애인은 중도장애인 중 가장 중증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역
사회 중심의 재활서비스가 구축되면 다른 절단장애,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시각
장애, 청각장애 등의 재활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스위스는 척수손상환자가 발생할 경우 헬기를 이용한 환자 이송에서부
터 수술, 재활치료, 직업재활훈련, 집과 차량개조 등 모든 것이 척수센터에서 원스
톱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척수재활센터에서는 급성 척수손상 및 비(非)외상성척
수손상환자에게 진단,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퇴원 전에 제공되는
재활서비스로 퇴원예정자 주거방문 프로그램, 운전재활프로그램과 주말 외박, 스
포츠활동지원, 척수장애인의 주택개조 및 보조공학지원을 하는 ASPIRE
(Association for spinal research,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등 척수센터를
통해서 척수장애인과 절단장애인, 그리고 뇌졸중과 외상성 뇌손상 등 중도장애인
의 의료재활에서 사회복귀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중도장
애인을 위한 전환재활서비스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되
면서 협력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급성기를 지난 중도장애인
의 회복준비단계에서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중도장애인재활체
계 모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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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중도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기능의 제안(안)
현재
(AS IS)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뇌졸증 재활서비스 지원

개선
(TO BE)
⦁척수장애인
⦁뇌졸증, 외상성 뇌손상 등
중도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기능 강화

비고
중도장애인의
재활서비스의
중요성 인식,
사회적 합의 필요

(1) 중도장애인재활체계의 필요성
척수장애인은 중도(中途), 중복(重複), 중증(重症)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선천장애인과 후천장애인으로 구분하고 후천장애인은 다시 사회
경험의 유무에 따라 이력성장애인과 무이력성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중도(中途)장애인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후천장애인 중에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력성장애인을 중도(中途)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등록 장애인이 약 273만 명에 이중
에서 재가 장애인이 약 265만 명이다. 또한 재가 장애인 중에서 선천적 장애인은
약 6%에 불과하고 출산 시 원인, 원인불명을 제외한 후천적 질환과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88.9%이다. 즉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중에서 약 90%의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다.
후천적 장애인 중에서 장애발생시기가 20세 이상인 경우가 지체장애인의 경우
82.8%,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84.5%, 시각장애인의 경우 70.8%, 청각장애인의 경
우 74.1%, 언어장애인의 경우 47.7%, 지적장애인의 경우 13.4%, 정신장애인의 경
우 69.6%, 신장장애인의 경우 91.8%, 심장장애인의 경우 82.7%,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98.0%, 간장애인의 경우 90.8%, 안면장애인의 경우 26.7%, 장루・요루 장애
인의 경우 100.0%, 뇌전증장애인의 경우 31.1%가 20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되었다.
장루・요루 장애인의 경우 100.0%가 중도장애인이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애인의 경우 70.0%이상이 중도장애인이다.
중도장애인의 경우 사고나 질병이 원인이 되는데 교통사고, 산업재해, 스포츠상
해 등의 사고로 인한 장애의 대표적인 원인이며, 질병의 경우 척수염, 안과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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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적인 장애의 원인이 되는 사례이다. 특히 척수장애, 절단장애, 뇌졸중, 외상
성 뇌손상,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개인의 장애이전의 삶이 붕
괴 되고 가족체계까지 붕괴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부분 중증의 장애를 가지게
되는 척수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장애이후의 어려움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척수장애인은 대표적인 중도(中途)장애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중도장애인의
경우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과 가족, 사회참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신
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의 상실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의 제한이
된다. 또한 장애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 우울, 불안, 분노 등의
감정조절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반의 가정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장애가 발생되면 장애
가 발생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장기간의 병원생활로 인한 가족의 소진, 경제활동과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인 문제, 가족항상성이 깨지는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된
다. 또한 장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도 크다.
중도장애의 발생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영향이 미
치는 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중도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치료하고 재활훈
련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재활체계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러한 재활체계의 부족은 선진국에 비해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율이 매우 낮고
중도장애의 발생으로 인한 가족해체, 경제활동중단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등
의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는 선천적 장애인의 사회참여보다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중도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이후에 사회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직
장에서의 의사소통, 대인관계, 전문적인 직업훈련, 직무교육 등이 특별히 필요 없
이 장애를 받아들이는 심리적 문제와 변화된 신체에 적응하는 것 그리고 환경개조
만 이루어지면 바로 원직장에 복귀해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이유는 중도장애
인의 재활체계가 본인의 장애를 수용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심리재활, 장애이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재활, 원직장이나 원직무에 복귀 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중도장애인의 직업재활체계가 거의 없이 의료재활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에서의 의료재활은 중도장애인 재활의 목표가 사회복귀로 장
애이전의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퇴원이 목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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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본 연구 제3장에서 국내와 국외의 척수장애인재활체계를 비교 해 본 결과 국외
의 선진국들은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 장애이전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재활체계가
대부분 잘 준비 된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척수장애인의 장애이전의 삶으로 회복시
키는 재활체계가 거의 준비 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척수장애인 뿐만 아니라 절단,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시각장애, 청각 장애
등 대부분의 중도장애인도 장애이후 의료 재활 외에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심리, 사
회, 직업 등의 재활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주요선진국의 척수장애인의 재활체계를 직접
방문하여 검토한다.11)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와 전환재활서비스(TRS)를 제공하
기 시작했고,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서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초재활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장애관련 단체에서 일부 제공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국가기관과 병
원 및 관련 기관에서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재활체계를 준비
하지 못하고 의료재활에만 머물러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와 사회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체계를 준비
하여 생애 중에 장애로 인하여 겪는 아픔과 고통을 개인과 가족이 모두 짊어지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척수장애인만의 재활체계도 중요하
지만 외국의 중도장애인의 재활체계처럼 중도시각장애인, 뇌졸중, 외상상 뇌손상,
중도 절단장애인을 포함하는 중도장애인재활체계에서 함께 논의 될 필요가 있다.

(2) 중도장애인재활체계의 전제조건
중도장애인이 장애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2가지의 중
도장애인재활서비스 모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장애를 가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직장과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차원의 ｢ICF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 모형｣과, 중도장
애인의 장애의 발생에서부터 사회복귀까지 ｢수요자관점의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
모형｣을 제안한다. ICF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 모형과 수요자관점의 재활서비스 모
형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이 전제조건은 본 연구의 제3장 국내외 척수장애인의 재
활서비스를 비교 분석 한 결과이다.
11) 척수장애인협회. 2016.10 26 “척수장애인 초기 재활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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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국내의 어떤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는 성공하기
어렵다.
첫 번째로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다학제간 전문팀(Interdisciplinary Team)
을 통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체계가 준비되어야 한다. 척수장애를 비롯한
중도장애인의 경우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통해서 만 장애이전의 삶
으로 회복 될 수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주요선진국의 경우, 모두 병원에서 부터
다학제간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다학
제간 접근을 표방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재활치료 파트의 다학제
를 주장할 뿐, 재활심리, 직업재활, 사회재활, 환경개조, 재활코치 등의 중도장애인
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실질적인 다학제간 전문팀으로 구성된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다학제간 전문팀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는 매우 중요하
다. 우리나라처럼 특정전문가 집단이 결정하고 다른 전문가 집단은 그 결정을 일반
적으로 수용하는 의사결정구조에서는 다학제간 전문팀의 의미가 없다.
두 번째, 수요자관점의 통합적체계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척수손상모델시스
템(Spinal Cord Injury Model System), 스위스의 경우 척수장애의 발생에서부터 사
회복귀이후 사후관리까지 스위스척수센터에서 수요자관점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재활과 일부 심리재활, 직업재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이러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체계가 통합
적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사회복귀 지원체계가 공급자 관점이라
는 점이다. 중도장애인의 경우 일부 만성적인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
하면 장애를 미리 준비하고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수
요자관점에서 장애발생에서 사회복귀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통합적 체계가 필요하
다. 즉 사람중심(PCP, person centered planning)재활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 중도장애인의 재활체계에서 중도장애를 경험한 당사자의 참여가 꼭 필
요하다. 제3장에서 살펴본 영국, 미국, 스웨덴, 뉴질랜드의 경우 당사자 참여가 매
우 활발하고 특히 스웨덴의 RSS와 뉴질랜드의 Transitionz 재활프로그램에서는 재
활코치(RI : Rehab Instructer)와 자립생활코치(Independent living coaches)가 주도
적인 역할을 하는 데, 이들은 모두 척수장애인당사자들이다. 즉, 중도장애의 경험
을 가진 당사자 전문가들이 이들의 장애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도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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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스에 핵심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공식체계에서
도 중도장애의 경험이 있는 장애당사자의 참여가 허락된 곳은 찾아 볼 수 없었고
민간병원의 비전문적인 영역에서 일부 참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오직 한 곳 한국
척수장애인협회에서만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와 전환재활서비스(TRS)에서 척수
장애당사자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번째, 다양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중심의 의료재활
에서만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의료전문가 외에는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과정에서 다른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도장애인이 장애이전의 삶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의료재활전문가 이외
에 재활심리, 재활공학, 직업재활, 사회재활, 환경개조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
요하다. 중도장애인의 재활체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양성이 꼭
필요하다.
다섯 번째,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척수장애를 비롯해
서 중도장애와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면, 의학적 관점의 치료, 삶의 질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체계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미국, 스위스, 스웨덴과 뉴질랜드가 척수장애인의 재활체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중도장
애인재활체계만 준비해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척수장애,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도장애와 관련된 통계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전제조건 아래 중도장애인의 재활서비스의 목표를 병원퇴원
이 아닌 장애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3) ICF 중도장애인 재활서비스 모형
중도장애인의 발생에서 사회복귀까지는 개인의 신체, 심리, 사회재활에서 부터
가족, 친지, 직장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재활서비
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서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재활서비스가 지
원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의료재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다음 그림 [그림 Ⅴ-4]은 장애를 가진 개인과 환경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ICF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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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ICF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 모형

우선 신체적 재활에서는 의료재활과 사회재활을 통한 중도장애 이후의 잔존기능
을 확대, 유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신체의
잔존기능은 일상생활동작과 사회활동 그리고 직업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잔존기능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중도장애인의 장애이후 삶의 질이 달라진다. 잔존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도장애인의 재활서비스 모형에서 매우 중요하다. 스웨덴의 RSS모형에
서는 척수장애인의 휠체어 이용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특히 수동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훈련을 하여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흉수이하 손상 척수장
애인의 경우 타인의 조력 없이 탈출 할 수 있도록 신체적 재활에 힘쓰고 있다.
두 번째, 심리적 재활이다. 중도장애인은 본인의 장애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중도장애인의 장애학습과 장애수용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본인의
장애를 많이 이해할수록 장애수용이 빠르고 장애수용이 많이 될수록 본인의 장애
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된다. 주요선진국의 중도장애인재활체계에서는 장
애가 발생되어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할 때부터 본인의 장애를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학습, 장애수용을 위한 재활상담, 그리고 이를 통한 재활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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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및 그리고 정서적 안정까지 지원하는 재활심리전문가들이 활동한다.
세 번째, 환경적 차원의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료재활 이
후의 재활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는 데, 중도장애인의 경우 가족과 친구,
그리고 형제자매, 직장, 지역사회의 지인들까지 중도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고 그
들의 사회복귀를 통한 장애이전의 삶으로 회복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도장애인의 경우 장애이전과 달라진 신체적 상황으로 인하여 장
애이전에 생활하던 주거환경, 직장환경을 개조하지 않고는 장애이전의 삶으로 돌
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도장애인의 주거환경과 직
장환경의 개조를 지원하는 제도는 부재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가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도장애인의 재활서비스는 신체, 심리, 환경 그리고 개인에서 지역사회
까지의 다차원적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도장애인이 자기통제성을 회복하고, 장애이전의 권한을 찾고 장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더라도 돌아간
장애이전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한 사후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한다.

(4) 수요자관점의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 모형
우리나라 중도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살펴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 관점의 재활서
비스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사
람중심(PCP, person centered planning)재활체계가 아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중심의 전달체계이었기 때문에 ‘희망고문’, ‘병원탐방’, ‘재활난민’이라는 용어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혹은 언론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다.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 재활관련서비스기관에서 우리는 몇 명에게 몇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보다 그 기관의 서비스를 받은 중도장애인이 장애이전의 삶으로 얼마나 회복 되었
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특히 중도장애인은 장애이전의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장애
당사자가 재활서비스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
로 결정한 결과를 책임지는 수요자관점의 재활체계가 필요하다.
다음 그림 [그림 Ⅴ-5]은 수요자 관점의 중도장애인 재활서비스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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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수요자 관점의 중도장애인 재활서비스 모형

수요자중심의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에서는 의료재활, 심리재활, 사회재활, 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으로 구분되는 재활체계가 아닌 재활서비스의 수요자인 중도장
애인의 장애발생에서부터 급성기, 아급성기, 사회복귀준비기를 거처 사회복귀이후
사후관리까지 시기별로 필요한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재활서비스의 수요자가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찾아다니는 ‘재활난민’, ‘병원탐방’
이 아닌 중도장애인 개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장애의 발생에서 사회복귀까지
시기별로 제공되는 ｢수요자 맞춤형재활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애가 발생되고 나면 장애의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사고의 경우 신속
한 이송과 수술,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재활심리, 직업재활전문가가 포함된 다학
제 전문가 팀이 구성되어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장애당사자가 참여하는
팀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장애가 발생되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급성기에는 심리안정, 장애학
습, 장애수용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때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재활심리전문
가, 직업재활전문가 등이 대학병원 등의 장소에서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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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진국의 척수장애인재활체계를 보면 이 시기가 장애발생에서부터 짧게는 1주
일 길게는 3개월 정도에 시작된다.
세 번째, 아급성기에는 수술이 끝나고 신체적 치료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본격적인 재활훈련을 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잔존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
록 신체적 재활과 본인의 장애를 수용하는 것,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 중도장애인의
장애를 학습하고 함께 수용하여 장애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때에는 의
사, 간호사 등의 의료재활부분의 역할은 사회복귀이후의 장애관리 훈련에 한정되
고 사후서비스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재활공학전문가와 재활코치, 직업재활전문가
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 기관의 담당자와 협력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재활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 그리고 척수장애인의 경
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민간병원에서 아급성기 재활서비스를 일부 실시하고 있
지만 주요선진국의 아급성기 재활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네 번째, 급성기와 아급성기를 지나면 본격적인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시기가 된
다. 이때는 장애이후의 신체활동에 익숙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장애학
습과 장애수용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귀준비기의 서비스체계가 앞의 급성기와 아급성기에 비
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복귀 준비를 주요선진국의 재활서비스체계처럼
할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단 한 곳도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척수장
애인협회의 전환재활서비스(TRS)와 근로복지공단의 원직장복귀지원서비스, 그리
고 국립재활원과 민간재활병원에서 사회복귀기의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를 일부 지
원할 뿐이다.
수요자관점의 중도장애인재활체계에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사회복귀준비기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중도장애인재활서
비스에서 가장 부족한 서비스가 사회복귀준비기의 재활서비스이다. 즉, 우리나라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사회복귀준비기의 재활서비스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국외의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체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재활서비스체계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스위스와 영국처럼 척수센터를 통해서 척수장애인과 절단장애인, 그리고
뇌졸중과 외상성 뇌손상 등 중도장애인의 의료재활에서 사회복귀서비스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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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이다. 다음은 스웨덴의 RSS와 뉴질랜드의 Transitionz처럼 급성기나 아급
성기의 의료재활과 사회복귀 준비기의 사회재활서비스를 분리하는 경우로 구분되
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첫 번째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두 번째 방식으로 빠른 시일에 사
회복귀 재활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방식의 중도장애인재활체계는 스위스의 척수센터처럼 연구, 치료, 훈련,
보조기기, 사회적응훈련, 재활심리, 직업, 지역사회복귀, 사후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중도장애인재활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척수장애인협
회에서는 꾸준히 이와 같은 모형의 척수센터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0년 한국척수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인 급성기 및 아급성기의 의료재활과 사회복귀기의 사회재활서비스
를 분리하는 경우는 지금도 국립재활원, 한국척수협회, 권역별재활병원 및 민간 재
활병원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서비스들이 부분적이고, 또 공급자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통해 사회복귀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귀기에는 수요자관점의 심리, 직업, 사회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학제간 전문가, 재활관련 기관의 연계, 재
원, 사회복귀기의 재활서비스 주체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사회복귀기의 재활서비스를 위한 다학제간 전문가로는 의사, 재활전문간
호사, 재활심리전문가, 직업재활전문가, 환경개조전문가, 재활공학전문가, 장애인
당사자인 재활코치,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전문가 팀에 당
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다학제전문가 팀 접근이 필요하다. 다학제간 팀별 접근에
서는 장애당사자 참여와 수평적 의사결정구조가 중요하다.
둘째,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회복귀준비기에 중도장애인재활과
관련한 협력기관의 연계가 중요하다. 관련기관에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치센터, 장
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유형별 단체, 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지사, 지역장애인보조기기센터, 주택과 직장환경개조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
다. 장애발생 원인이 산업재해일 경우 근로복지공단, 교통사고의 경우 국립교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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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병원, 상이군인일 경우 한국보훈병원 등의 협력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또한 장
애당사자 단체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의 당사자집단의 협
력도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귀기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복귀기의 일상생활동작,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 사회재활, 심리
재활, 교육재활, 주택 및 직장의 환경개선, 사후서비스가 부족한 이유 중에는 건강
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가보훈처, 의료급여 등 주요 재원에서 이와 관련한
재활서비스의 수가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복귀기의 재활서비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건강보험 등의 의료수가가 추가되는 방법, 정부의 사
회복지예산에서 확보하는 방법,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 후원금을 활용하는 방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부담금을 추가하는 방법들이 있다. 주요 국외의 중도장
애인재활체계를 보면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재원확보가 혼재되어 있다. 즉, 중도장
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척수장애인 재활기관들이 재
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재활원이나 권역
별재활병원, 그리고 민간재활병원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는 건강보험 등 다양
한 재원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귀기의 재활서비스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향후 중도장애인
의 사회복귀가 달라진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척수장애인협회와 당사
자의 노력으로 스웨덴의 RSS와 뉴질랜드의 Transitionz라는 병원과 분리되는 척수
장애인재활체계를 만들었다. 척수장애인의 경우, 욕창, 방광염, 기립저혈압 등으로
인하여 병원과 완전한 분리는 어렵다. 국립재활원이나 권역별재활병원이 주체가
되는 방식에서는 당사자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주체가 되는 재활지원센터나 일상홈 사업의 경우에는 재활병원의 협력을 얻어내는
어려움이 공존한다. 만약, 스위스나 영국처럼 척수센터를 통해 급성기, 아급성기,
사회복귀기의 재활서비스가 분리되지 않고 제공되더라도 척수장애인협회의 협력은
꼭 필요하다. 이와 달리, 스웨덴과 뉴질랜드처럼 급성기, 아급성기 재활서비스와 사
회복귀기의 재활서비스가 분리되는 형태의 재활체계에서는 척수장애인협회가 운영
주체가 되어 국립재활원과 권역별재활병원, 그리고 민간재활병원에서 RSS와
Transitionz와 같은 장소를 제공하고, 사회복귀기의 전문인력인 재활코치나 자립생
활코치 등이 이와 같은 재활전문서비스를 척수장애인협회가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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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단점 및 보완방안
이와 같이 향후 중도장애인 재활지원기능을 하는 센터가 만들어 지면, 중도장애
의 발생시기부터 급성기, 아급성기, 사회복귀준비기의 연속적인 단계를 통해 장애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수요자관점의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 체계가 정착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중도장애인이 빠른 시일에 장애이전의 삶으로 회복되고,
중도장애인가족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국가와 지
역사회는 장애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장애인 재활체계에 있어서 의료재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심
리재활, 그리고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등의 사회적 재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이를 구현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심리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 등의 사회적 재활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중도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민간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척수센터는 사회복귀
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도장애인재활지원의 모형을 위해서는 현재 분절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청사진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도장애인재활서비스 전문가 양성체계 등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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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정부의 척수장애인재활지원 사업을 운영해 온 척
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등을 통해 최근 장애인재활서비스의 동향과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
고, 국내외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공급자 중심, 의료중심,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지 않는 재활체계,
재활심리 접근의 부재, 척수장애 유형분리의 문제, 의료 수가 문제, 주거환경의 문
제 등이 심각하고, 퇴원 이후 전환재활서비스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
에 비해 주요 선진국은 척수장애의 발생에서부터 사회복귀까지 지원하는 통합적
재활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활체계 내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가 활발하고,
다학제간 팀별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전
문인력이 있다는 점 등은 향후 장애인의 재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 약 8여 년 동안 운영해 온 척수장애
인재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센터의 사업을 이용한 참
여자를 대상으로 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척수손상 이후 병원 입원 기간
이 2년 이상이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6.4%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중 5년 이상은
12%로 나타났다. 또한 척수손상 이후 입원 한 병원 수도 3곳 25.9%, 4곳 16.3%,
5곳 이상이 33.5%로 ‘재활난민’, ‘병원 탐방’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수
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46.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사회활동지원서비스(42.5%) 순이었다. 즉, 퇴원 이후 일상
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일생생활 훈련 등의 서비스가 척수장애인들에
게는 절실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지원서비스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조사 결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척수장애인을 대상으
로 하는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거의 없고 현
재 운영되고 있는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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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이 매년 사업비 형식으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잦은 인
력 교체 등으로 인력에 대한 전문성 문제와 실적 위주의 단년도 사업 진행 등으로
매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센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기, 중장기, 장기적 차원에서 현재의 척수장애인재활지원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센터가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척수장애인의 재활지원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이
를 위해 척수장애인 재활지원 정책의 비전을 기초로 척수장애인 재활 관련 이슈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정책들, 조속히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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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당당한 척수장애인, 일상의 삶으로 복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척수장애인재활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사업 지침 변경
보다 효과적인 재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척수장애인에게 아급성기
이후 회복준비단계에서의 초기 재활서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척
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는 지난 8여 년 동안 초기 재활서비스를 체계화하기 위
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안정된 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공모방식의 지원 형식이 아
닌 센터 운영 지원으로 보조금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의 법적 근
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거나 척
수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을 변경하여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사업에 척수장애인재활
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부서간 이원화 된 서비스 지원시스템의 일원화 및 체계화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에 대한 허브기능 또는 광역단위에
서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 재활서비
스관련 사업을 일원화하면서 사업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상
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과의 국립재활원, 권역별 재활병
원과 장애인권익지원과의 ‘장애인재활지원사업’에서 각각의 사업 내용 등을 면밀
히 파악하여 서로 연계 또는 협력할 부분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3)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확대
본 연구결과, 센터 사업을 이용한 참여자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업인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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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 정보제공(평균 4.51점), 헬스케어 전문가의 건강관리(평균 4.51점), 지
역사회복귀훈련 (평균 4.47점), 개별지원 및 자원연계(평균 4.44점) 등이 확대되어
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향후 필요한 서비스로는 일상생활 지원서비스(46.4%),
사회활동지원서비스(42.5%)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센터의 경우 낮은 예산
구조로 인하여 현재 지역센터 2명의 직원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사회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능전
환 안은 센터 운영이 가능한 현실성 있는 예산지원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최소한
2명 이상의 전문성 있는 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 전
제되지 않는 이상 센터의 역할은 초기 재활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정보제공 정도로
그칠 것이다.

4) 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간의 연계 의무화 규정 마련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서비스는 의료재활 중심으로 척수장애인이 병원을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다양한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역센터가 척수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통
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형을 기능전환 제2안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역
사회 재활병원, 보건소 등과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간의 연계 의무화 규정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복지부 지침에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공기관의 협력
의무’라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필수 연계기관’ 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센터가 주체가 되어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
한 통합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척수장애인 재활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안한다.

(1) 척수장애인 전환재활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상홈’ 시범사업 운영
‘일상홈’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받아 2015
년부터 3년 간 운영한 척수장애인 전환서비스를 실현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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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홈’은 일반 아파트를 임대하여 출입구 경사로 설치, 화장실, 싱크대 등을 척수장
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개조하였고, 이용자 1인이 일상코치(척수장애인) 1인을
매치하여 일상홈에 입소하여 생활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1인이 4주 가
량 훈련을 받게 되며, 2인 이상 입소 금지하고 있다. 4주 프로그램은 개인별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척수장애인은 병원 생활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재활 프로그램도 퇴원하기 전 병원 내에서 이루어져한다.
뉴질랜드의 “Transitionz”라고 불리는 전환재활시스템과 유사한 모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병원에서는 환자의 빠른 퇴원을 독려하기보다 입원 장기화가 만
연하며, 척수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일상 재활훈련에도 수가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상홈’을 운영하면서 배변, 차·침대·변기 등으로의 이동
(트랜스퍼), 옷 갈아입기, 요리 및 설거지 등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환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현재 협회에서 운영 중인 일상홈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척수장애인 전환재활시스
템 구축의 시범단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당사자 참여의 장애인 재활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기관 성과 평가
장애인재활서비스의 모니터링은 서비스 품질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
나 지금의 재활서비스 모니터링과 평가는 평가 주체별도 중복되고 전문가 중심으
로 양적 실적파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재활원, 권역별 재활병원 등 병원 자
체 평가는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증도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제공 실적
은 성과 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재활지원사업의 성과는 퇴원 이후
환자에서 장애인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시 복귀하는, 일상 복귀12)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 Ⅵ-1>에서 보듯이 보건복지부의 2016년 장애인재활지원사업
의 성과지표는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지표는 없이 척수장애인과 중
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자 수만이 성과지표로 설
정되어 있다.

12) 척수장애인의 성공적인 일상복귀란 ‘척수장애인이 신체적 활동과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척수장애인이 원
하는 수준으로 일상생활, 사회활동, 직업 활동에 적응함으로서 사회 통합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이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일상홈 2016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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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2016년 보건복지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가
중 구
치 분 '12 '13 '14 '15 '16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출처

척수 및
중도시각장애인
재활교육프로그램
참가자수(명)

사업실적보고서

목
(1) 장애인재활
표
교육 프로그램 0.6
실
참가자 수(명)
적

신 신 신 신
345
규 규 규 규

목
(2) 장애인운전
표
면허취득률
0.2
실
(%)
적

신 신 신 신
82
규 규 규 규

목
표
(3) 장애인 차별
0.2
이해도(점)
실
적

신 신 신 신 1.7
2016년
규 규 규 규 8 (장애인차별금지7개영
장애인차별금지법
역(42개문항) 평균점수
신 신 신 신
이행 모니터링
규 규 규 규

합계

신 신 신 신
규 규 규 규

(교육수료자 중
OCS
도로주행시험
(국립재활원통합
합격자÷도로주행교육
신 신 신 신
의료정보시스템)
수료자)×100
규 규 규 규

1.0

지금의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산출결과만을 요구하는 평가이므로
이제부터는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재활서비스 질 관리 차원의 성과 평가로 전환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시작되는 시범사업인 권역별 재활병원의 평가항목에 장애인 사회복귀
를 위한 연계, 노력 정도를 평가지표로 추가하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년 연말에 단 한 번의 사업실적에 대한 산출평가보다는 당
사자가 참여하는 상시적인 재활서비스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재활서비스를 제공기관에서 이와 같은 상시적인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는 불필요한 행정을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면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절차도 간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재활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재활서비스 질의 핵심은 제공인력이다. 제3장 해외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이, 영국의 경우 지역사회복귀 담당자(Resettlement officer), 또는 커뮤니티 코디네
이터(Community Coordinator),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자립생활코치(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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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coaches) 등이 있다. 이들은 척수장애인당사자로서 자립생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일정한 연수를 받은 사람이며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전문
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국가자격으로 된 ‘재활상담사’13)는 예
전의 직업재활사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초기 척수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일상생
활훈련, 사회복귀 훈련지원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초기 척수손상환자와의 만남에서 중요한 전문인력의 요소는 당사자, 동료 중
심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전문인
력으로는 사회복지사, 재활상담사, 작업재활사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당사자 중심의
재활서비스 전문가 양성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속히 장애인재활서비스
관련 기관들 간에 서로 협력하여 재활서비스지원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장애
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동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척수장애인 통계 생산 및 연구
중도 중증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이 ‘척수장애’이지만 척수장애는 장애인
복지법 상 구분되어 있는 등록 장애명은 아니며 ‘지체장애’에 포함되어 있어 아직까
지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생산되고 있지 못하다. 척수장애인 관련 보고서에
서는 해마다 2,000여명의 척수장애인이 산업재해, 교통사고, 여가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추락사고와 각종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어 현재 국내 척수장애인
수는 6~7만여 명에 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다.
척수장애인 재활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의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척수장애인에 대한 장애유형이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장애유형 항목에 척수장애인을 추가하
여 이들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신규 장애인 등록 시 척수손상 등의 장
애코드를 새로 추가하여 이들의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여야 할 것이며, 최소한 국립
재활병원과 권역별재활병원에서는 척수손상환자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선행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병원기반의 의료적 재활서비스

13) 재활상담자의 주요 역할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립하도록 상담, 직업계획 수립, 직업능력평가 등을 돕는
다. 재활상담사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는 데,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등 7개 필수과목과 24개
선택과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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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연구들과 보건소 중심의 재활서비스 연구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인
의 사회복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
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중도장애인 재활체계에 대한 연
구들이 더 요구된다.

(5) 중도장애인 재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척수장애인 통계가 생산되고 중도장애인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실태를 파악된 후 척수장애의 발생부터 사회복귀까지 한 인간
으로서 사회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된 통합적인 재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도장애인들의 퇴원 후 체계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지
원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현장, 학계에서 논
의되었던 한국의 중도장애인 재활체계 등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5년 또는
10년을 내다보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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