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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탈시설과 커뮤니티케어로의 정책변화는 발달장애인의 삶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다.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지원체계 및 서비스는 매
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서비스를 탐색하고 국내 지원체
계와 서비스 구축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최초로 공공 거주시설을 폐쇄한 뉴햄프셔 주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후 문헌 조
사, 현지 방문조사 및 주요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서비스, 미국 뉴햄프셔주

* 본 논문은 2017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지원 사업을 통해 조사·방문했던 미국 뉴햄
프셔주 사례를 분석, 정리한 것임. 연수팀은 백은령(총신대학교), 이민규(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권나영(열림일터), 박
형진(보라매보호작업장), 심향은(성민복지관), 유연희(서울복지재단), 윤정란(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임효순(해든
솔직업지원센터), 신자현(통·번역)으로 구성되었다.
** 제1저자,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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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장애인복지가 1970년대 까지는 ʻ수용과 보호ʼ중심의 패러다임 하에 있었다
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ʻ장애인차별금지법ʼ)
제정과 장애인활동보조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1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ʻ참여와 권
리ʼ 중심의 인권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ʻ시설ʼ 중심의 보호에서 ʻ탈시설·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ʼ로 장애인복지 정책이 급변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용득, 2017,
p.40).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정의되는 발달장애인의 삶에
도 ʻ탈시설·지역사회 내 자립생활ʼ의 패러다임이 적용되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발달장애인이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
로는 탈시설·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으로 거주시설로의 신규 진입이 제한됨에 따
라 지역사회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달장애인 복
지서비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
는 것과, 발달장애인이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국가와 사회에 대해 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ʻ탈시설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이고 발달장애의 특성상 ʻ자립생활ʼ
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접근 및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설중심의
정책 하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시설과 가족이 감당해 왔다면 앞으로는 ʻ한 사람ʼ
의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사
회의 인식과 준비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실례로 서울시의 경우에, 탈시설 발달장
애인을 위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탈시설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지원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발달장애인을 돕는 지원인력들은 소위 문제행동이라 불리
는 도전적 행동, 조현병, 정동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를 동반하는 발달장애인을 어떻
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
원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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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서비스를 모색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 학
계, 실천현장이 공동 대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1991년 미국 최초로 발달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던 대형거주시설(Laconia
State School)을 폐쇄하고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인 지원체계와 서비
스를 구축해온 미국 뉴햄프셔주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간 국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ʻ발달장애인법ʼ)과 서비스들이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왔으나 미국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소개되어 왔기 때문에 북
동부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뉴햄프셔주의 경험과 현황에 대한 소개는 발달장
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서비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의를 제공해주
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학 전공 교수, 장애인 복지 관련 실무자가 함께 미국 내 최
초로 대규모 거주시설 폐쇄를 진행한 뉴햄프셔 주의 시설폐쇄 과정,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과정, 지역사회 지원체계, 관련 서비스 등을 파악하고자 사례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조사, 현지 방문조사 및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방법
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햄프셔 주의 탈시설 과정과 특징,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과정을 파악
한다.
둘째, 뉴햄프셔 주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지원체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파
악한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기 위한 뉴햄프셔 주의 공공 및 민간기
관의 협력 및 역할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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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
서구의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정책은 1960년대 탈시설 운동을 시작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시설 보호의 반인권적인 측면과 함께 높은
보호비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김치훈, 2017; 김용득, 2018).
다소의 시간차가 있지만 국내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ʻ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ʼ구성, 국
가인권위원회의 ʻ장애인생활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남구현 외, 2005)ʼ, 보건복지부
의 ʻ미신고시설 인권실태조사(2011)ʼ를 통해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나면서 시
설거주방식에 대한 비판과 탈시설 이슈화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동인 중 하나는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서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
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
조하는 한편,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 촉진을 위하여 첫째, 장애인은 다
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
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 국민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UN 장애인권리협약, 2006).
한편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
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
으로의 전환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서 탈시설을 통한 커
뮤니티 케어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용득, 2018). 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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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서구국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방향으로 특히 영국의 경우 1980년대 관료화
된 대형시설에서의 생활인 인권침해와 생활시설에 따르는 예산 부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Community Care Act)을
제정하여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제공방식으로 전환했다. 미국의 경우는 1981년 개정
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연방과 주의 건강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1)에서 ʻʻ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웨이버 프로
그램(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HCBS) waiver program)을 도입함으
로써 탈시설 후에도 (적어도 시설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수준으로) 지역사회에서 필
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탈시설
후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물적·인적 토대가 갖추어지게 되었
다(김치훈, 2017).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탈시설 제도화를 위해 2022년부터는 대규모시설을 기
능 개편해 거주시설 추가입소를 제한하며, 2026년부터는 기존 거주시설 등은 자립
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집중 지원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ʻ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ʼ 초안을 만들어 주요 장애인단체와 공유함으로써 탈시설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서비스
국내에서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초기 탈시설 운동의 주요 관심이 뇌성마비 장
애인이었다면 최근에는 발달장애인으로 그 대상이 옮아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8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 입주자2)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
적장애(96명), 뇌병변장애(60명), 지체장애(34명), 자폐성장애(1명) 순으로 지적장애
와 자폐성장애로 대별되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정배,
김현지, 김태용, 2018).

1)

2)

HCBS 웨이버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까지 메디케이드를 통한 장기 돌봄 서비스는 시설의 거주자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메디케이드 웨이버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자 범위에 노인과 지체 장애인, HIV/AIDS, 지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외상성 뇌
손상(TBI), 건강 취약 아동 및 의료기 의존 아동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자립생활체험홈 제도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 현재는 자립생
활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동
안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
택에 입주할 예정에 있는 입주대기자, 현재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는 입주자, 퇴거자 217명 중 조사 불가자 22명을 제외
한 19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강정배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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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탈시설 제도화를 위해 2022년부터는 거주
시설 추가입소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을 지역사회
로 이주시키든 추가 입소를 제한하든 이와 같은 거주시설을 둘러싼 정책변화는 지역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의 숫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귀결될 것
이다. 그러나 탈시설과 동시에 구축되어야할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실행이 일천한 국내 상황 하에서는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 탈시설 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시설 장애인을 위한 거주서비스)과 거주시설
에서 생활하지 않는 장애인(재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서비스)이라는 이분법
적 틀 하에서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다. 재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해온 지역사회 서비
스들이 작동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이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기관을 이
용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이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탈시설 정책은 이러한 서비스 지형을 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중적이든 간헐적이든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
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 될 경우, 이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유지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중심의 지원체계는 필수불
가결한 요소임을 서구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 발달장애지원
및 권리장전법(2003)에서는 발달장애인은 평생에 걸친 지역사회서비스, 개별화된
지원, 기타 원조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지원은 통합적으로 제공될 때 가장 효과적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엄현정, 2005, p.56). 선행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조흥식, 박희찬, 이준영, 강상경, 김진우, 김용득, 윤민석, 2011, p.3)3)
고무적이게도 근래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고(김성희, 황주의, 이민경,
심석순, 김동주, 강민희, 정희경, 2013; 최복천, 제철웅, 송남영, 이현혜, 이선경, 조
윤경, 서동수, 박경수, 김주영, 백은령, 노문영, 2014; 심석순, 2015; 황주희, 김용
득, 김용진, 박혜미, 오다은, 201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발달장애인 지
3)

이러한 예로는 미국의 발달장애지원 및 권리장전법(1963), 캘리포니아주 랜터만법(1977), 일본의 지적장애자복지법
(1960), 발달장애자복지법(2004), 호주의 빅토리아주 지적장애인법(1986), 스웨덴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법
(198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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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택 주거서비스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수준에
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ʻ발달장애인법ʼ 제정
당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지원의 법적기반을 갖추고자 했으나 제
정된 법상으로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지원체계
와 서비스의 미비는 1950년대와 60년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미국 정신장애인 탈시
설의 실패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실제
로 콘로이 박사(Dr. Conroy)의 펜허스트 종단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
인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생활의 질은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었다
(김치훈, 2017).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미국 최초로 대규모 시설 폐쇄가 진행된 뉴햄프셔 주4)의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서비스를 탐색하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뉴햄프셔 주는 뉴잉글랜드 6개 주중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은 50개 주 중 43번째, 인구로 41번째에 불과한 작은 규모이다. 주도는 콩코드, 최
대도시는 맨체스터이고 10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햄프셔가 위치한 뉴잉글랜드는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이 많
았던 곳이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독립심과 재능은 문화와 각종 산업을 발달시켜 문
화적 수준이 높고, 개척자 정신·종교심·기업정신 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동시에 보수성도 강하여 전통·제도·사고방식 등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다.
뉴햄프셔는 독립전쟁의 영웅인 ʻJohn Starkʼ 장군의 건배사의 일부인 ʻLive Free
or Dieʼ(자유가 아니면 죽음을)를 1945년 주의 표어(State motto)로 승인하였고 현재
는 모든 자동차의 번호판에 표어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역사적으로도 자유에 대한

4)

뉴햄프셔 주(State of New Hampshire)에 대한 정보는 위키백과와 현지 방문 시 주요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토대
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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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망이 큰 지역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법과 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성인에게 안전벨
트를 강요하는 법을 명시하지 않은 유일한 주이며 모터사이클 탑승 시 헬멧을 강요
하지 않는 3개 주 중 하나이며 미국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책임보험을 강요하지 않는
주이기도 하다. 또한 소득세와 일반 판매세를 걷지 않는 주들 중의 하나이며, 대부
분의 세금도 주로 학교나 공공서비스 영역에 지출하고 있지만 저세금 정책으로 인해
공동체를 위한 재정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역사적·사회적 배경 가운데 뉴햄프셔 주는 1991
년 120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던 대형거주시설 ʻLaconia State
Schoolʼ의 문을 닫는 첫 번째 주정부가 되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발전시키게 된다. 이의 일환으로 2015년에는 법 개정
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적용제
외 규정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을 폐쇄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해외연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에는 장애
인복지 전공 교수와 현장 실무자 8명가 참여하였다. 현장 실무자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원장 4명,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1명,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지원팀 팀
장 1명,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국장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업무의 특성상
성인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습득과 경험에 대한 욕
구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
연번

참여자

소속 및 직책

1

○○○

○○○대학 교수, 장애인복지 전공, 수퍼바이저

2

○○○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팀장

3

○○○

○○○직업지원센터 센터장

4

○○○

○○○ 재단 장애인전환지원팀 팀장

5

○○○

○○○작업장 원장

6

○○○

○○일터 원장

7

○○○

○○복지관 평생과정설계지원센터 사회복지사

8

○○○

○○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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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뉴햄프셔 주의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서비스를 탐색하고 국
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사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팀 학습, 현지 방문조사, 주요 관계자 인터뷰 등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는 선행연구결과(조흥식, 박희찬, 이준영, 강상
경, 김진우, 김용득, 윤민석, 2011; 황주희, 김용득, 김용진, 박혜미, 오다은, 2017)
를 기초로 법적 근거, 지원체계(행정조직 및 지원조직), 발달장애인 당사자 옹호 조
직,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표 2> 분석틀 및 자료수집방법
분석을 위한 틀
Ÿ
Ÿ
Ÿ
Ÿ

법적 근거
지원체계(행정조정 및 지원조직)
발달장애인 당사자 옹호 조직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자료수집방법
Ÿ 문헌조사 및 팀 학습(사전 질문 도출 및 전달)
Ÿ 현지 조사(자료 수집, 기관방문 및 주요 관계자 인터뷰)

2) 자료수집방법
(1) 문헌조사 및 팀 학습
연구 참여자들은 현지 방문조사 전후로 총 9회(사전 7회, 사후 2회)의 팀 학습을
진행하였다. 팀장의 주도로 역할 분담을 한 후 관련 문헌들을 조사, 정리하여 공유
하는 시간을 가졌다. ʻ탈시설ʼ이라는 큰 명제로 인한 혼돈 속에서 시작한 고민은 선
도적이고 모범적으로 탈시설 운동이 전개된 뉴햄프셔 주에 도달하였고 성공적인 탈
시설이 가능했던 이유가 지역사회 지원체계에 있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
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표 2>에서 나타나 있듯이, 현지
방문조사 시 방문할 기관을 확정하고 효율적인 자료조사와 인터뷰를 위해 사전 질문
을 도출하고 정리하여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현지에서 수집한 자
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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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헌조사 및 팀 학습 내용
회차

일시

팀 학습 내용

관련 문헌

1

2017.
1.21.(토),
3시간

Ÿ 프리웰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성과와 과제(프리
Ÿ
웰, 2016)
Ÿ 탈시설을 바라보는 관점과 정 Ÿ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박숙경, 2015)
의에 대한 학습
Ÿ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김성희 외, 2013)
Ÿ 미국의 연방단위와 주단위의 Ÿ $12 Million Community Planned For Young Adults
지원 체계에 대한 학습
With Autism(Sabriya Rice, The Dallas Morning
News/TNS, January 17, 2017 등

2

2017.
2.11.(토),
3시간

Ÿ 미국의 지적 발달장애인의 지
Ÿ The State of Sates in Intellectual and
원 체계에 대한 학습
Developmental Disabilities
Ÿ 뉴햄프셔의 탈시설 과정과 시
(AAIDD, TENTH EDITION, 2015)
사점 학습

3

2017.
3.4.(토),
3시간

Ÿ
Ÿ 한국, 미국, 일본의 발달장애인
법의 비교와 분석
Ÿ 미국 PA 시스템에 대한 연구 Ÿ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 비교; 장애인 정
책의 핵심 개념에 기반한 비교분석(김기룡 외,
2016)
미국 장애인권리옹호체계(P&A System)의 국내법체
계 수용가능성(송시섭, 2013)

4

2017.
3.18(토),
3시간

Ÿ 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그 지원을
Ÿ 지원생활의 정의와 실천 방안
고민하다(교남소망의집, 2016) 등
에 대한 연구
Ÿ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검토와 경기도 적용방
Ÿ 뉴햄프셔 START 서비스에 대
안 연구(경기복지재단, 2012)
한 연구
Ÿ ArkSTART Film: Keeping Families Together(유투
브, 2015.4.4.)

5

2017.
4.1(토),
3시간

Ÿ START 모델 연구(1)

6

2017.
4. 22(토),
5시간

Ÿ START 모델 연구(2)
Ÿ 동영상 The START Model(Joan B , Beasley,
Ÿ 뉴햄프셔 내 집 갖기 프로젝트
https://vimeo.com/166831145,2016)
연구
Ÿ 동영상 Own home(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7

2017,
10.13(금),
4시간

Ÿ 기관별 연수 내용 연구(1)
Ÿ 사전 및 현장 질문 답변 정리
Ÿ 국내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8

2017,
10.27(금),
4시간

9

2017.
11.14(화),
3시간

Ÿ 동영상 The START Model(Joan B, Beasley,
https://vimeo.com/166831145,2016)

Ÿ Valerie, J. B & John, W. A & Bruce, C. B (1994),
Creating individual support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mandate for change
at many levels, Paul H Brookes Pub Co.

Ÿ 기관별 연수 내용 연구(2)
Ÿ 뉴햄프셔주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모형 도식화
Ÿ State of New Hampshire Office of Legislative
Ÿ 국내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Services Administrative Rules, 2018,
Ÿ 연수 결과의 국내 공유 논의
http://www.gencourt.state.nh.us/rules/
Ÿ 기관별 연수 내용 연구(3)
Ÿ 뉴햄프셔주 Area Agency 중
심 발달장애인지원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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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전 질문 예시
기관명

주요 질문

Bureau of
Developmental
Services
(발달장애인
서비스국)

Ÿ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의 방향, 중점내용,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뉴햄프셔주 5개년 계획과의 연계성은?
Ÿ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및 서비스의 예산규모는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서비스 지원체계
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기관의 운영현황은 어떠한가?
Ÿ 정신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있는가?(보건영역과의 연계)
〔이하 생략〕

New Hampshire Ÿ NHCDD의 역할과 기능은? ʻ조정ʼ과 ʻ지원ʼ의 구체적 활동은? 운영현황(재정지원, 인력규
Council on
모, 사업내용 등)은?
Developmental
Ÿ NHCDD에서 추구하는 발달장애인 정책이나 비전은 무엇인가? 뉴햄프셔주 5개년 계획
Disabilities:
수립 시, 정책수립이나 활동에 있어서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 정도는?
NHCDD
Ÿ NHCDD에서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ʻ좋은 지원ʼ은? 뉴햄프셔 주에서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인위원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이하 생략〕
Ÿ 피플퍼스트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Ÿ 미국 또는 뉴햄프셔의 발달장애인 인권수준을 어느 정도인가? 미국 내 장애인복지정책
People First of NH
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장애 당사자와 전문가 집단 사이의 갈등적 요소는 없는가?
(뉴햄프셔
Ÿ 발달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자립의 의미는 서로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피플퍼스트)
Ÿ LACONIA의 폐쇄 당시 탈시설 운동이 추구했던 변화와 목표들이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지?(성과) 〔이하 생략〕

Moore center
(무어센터)

The center for
START services
(스타트
서비스센터)

Institute On
Disability
(장애인연구소)

Ÿ Moore Center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운영현황(운영방법, 지원인력, 재정지원
등)은 어떠한가? 센터 이용과정은 어떠한가? 이용자의 재정부담은?
Ÿ 아동부터 고령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의 지적 발달장애인과 뇌손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각각 어떻게 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가?
Ÿ 낮 활동 서비스와 고용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기준과 지원방법, 내용은?
Ÿ 주거서비스, 낮 활동 서비스,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독립생활지원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Ÿ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는 어떠한가?(기관 자체, 행정기관 등) 〔이하 생략〕
Ÿ START 서비스의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근거기반, 다양한 접근법은 무엇인가?
Ÿ SIRS(START INFORMATION REPORTING SYSTEM)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Ÿ START 서비스가 발달장애인들의 탈시설 또는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이란 측면에서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정신질환을 동반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개입이 이루어지나? 긍정적 변화 사례는?
Ÿ 추진과정에서의 걸림돌, 극복과정, 사전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정책, 법 등)은 무엇인가?
Ÿ START센터에서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ʻ좋은 지원ʼ은 무엇인가?
Ÿ START 서비스 개발배경과 과정은 무엇인가? 한국에서도 이 서비스를 보급하고 적용 하
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하 생략〕
Ÿ IOD가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은 무엇인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 사업내
용은 무엇인가?, 예산 규모와 재원, 인력규모, 인력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
Ÿ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권익옹호 지원에 있어서 IOD의 역할은?
Ÿ LACONIA의 탈시설 과정에서의 장애요인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었나? 탈시설화를 위한
전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요소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Ÿ LACONIA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구체적인 실례는?〔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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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방문조사: 기관방문 및 주요 관계자 인터뷰
현지 방문조사는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방문
기관과 인터뷰한 주요 관계자 인터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5> 방문 기관 및 주요 관계자 인터뷰어
방문일

2017

방문기관명

주요 관계자 인터뷰어
Ÿ Jan T. Skoby(국장)
Ÿ Jude Schultz, M.A.(부서장)
Ÿ Kenneth P. Lindberg(담당자)

9.28.
(목)

Bureau of Developmental
Services

9.29.
(목)

NHCDD

9.29.
(목)

People First of NH

10.2.
(월)

Moore center

Ÿ

Maureen Rose·Julian(매니저)

10.3.
(화)

The center for START services

Ÿ

Robert Scohlz(매니저)

10.4.
(수)

Institute On Disability

Ÿ

Matthew Gianino(홍보담당)

Ÿ David Ouellette(매니저)
Ÿ Christopher Rueggeberg:(정책 디렉터)
Ÿ John Fenley(당사자, 대표)
Ÿ Roberta Gallant(당사자, LSS거주인)
Ÿ Robin Carlson(DSP5))

Ⅳ. 연구결과
1. 뉴햄프셔 주의 탈시설 과정
뉴햄프셔 주의 장애아동을 위한 주거의 역사는 1900년대 초입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1901년 주의회는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와 주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
립시설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고, 1903년 라코니아 지역에 1,768,476㎡에 12개의 생
활관과 체육관이나 교육시설 등 22개의 부속건물들로 구성된 ʻLaconia State
School(이하 LSS)ʼ를 설립한다. 생활인의 70%가 ʻsevereʼ급 이상의 중증장애인들로
구성되었으며, 1970년 최고 피크를 이룬 생활 발달장애인수는 1,167명에까지 이르렀
다(Gordon DuBois, 2016, p.5).
5)

Direct Support Professional의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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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ʻ정신지체 위원회ʼ 설립은 연방기금이 ʻICFMR6)ʼ등의
시설 개선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에 사용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1975년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된 ʻ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DD-Act)ʼ는 발달장애들의 최
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잠재된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고 펜실베니아주 펜허스트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대형거주시
설 내 생활장애인들의 비인격적 대우와 사회로부터의 격리 상태에 대한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뉴햄프셔 주정부는 ʻRSA 171-Aʼ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
역 내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주정부내 담당 부서를 설
립하고 지역서비스 기관 및 기관의 자격 등을 규정하였다. 이 법률 역시 1978년
LSS에서 생활하던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집단 소송인 일명 ʻGarrity v. Gallen 소송ʼ
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1981년 Shane Devine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정부를 상대로 발달장애인들이 최소
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지원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고, 1984년 주정부는 ʻAction for Independenceʼ 계획을 수립하고 12개의 ʻ
Area Agency(지역기관)7)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
였다. 이어서 주정부 보조금을 민간시설에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1/3의 이용자나
가족이 참여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위원회를 조직하였다. Shane Devine
판사는 ʻLSSʼ의 폐쇄를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판결 이후 10년 뒤 주정부의 탈시설 노
력으로 자연스럽게 ʻLSSʼ가 폐쇄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ʻArea Agencyʼ
의 주거지원서비스(관리형 아파트, 그룹홈, 위탁가정, 8개 베드의 소규모 ICF/MR)
와 ʻ내 집 갖기 프로젝트(a home of my home)ʼ이 활발해 지면서 1989년에는 ʻLSSʼ
의 생활장애인은 100여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지역기관의 이용 장애인은 4,000명으
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ʻHCBS 메디케이드 웨이버 프로그램ʼ을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
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메디케이
드의 예산지원은 ʻLSSʼ의 폐쇄를 더욱 가속화 시켰고, 결국 1991년 1월 31일 ʻLSSʼ는
폐쇄된다. 이후 알칸사스, 메인, 뉴멕시코, 로드아일앤드, 버몬트 그리고 웨스트버
지니아 주 등 6개 주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화 운동에 동참하게 하고, 나머지
주에서도 시설보호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미국 장애인복지 역사에 큰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6)
7)

Intermediary Care Facilities for the Mentally Retarded의 약자
현재는 10개의 지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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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햄프셔 주는 탈시설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ʻfamily
support homeʼ이나 ʻ내 집 갖기 프로젝트(a home of my home)ʼ 등을 통해 지역사
회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만들어 갔고 이러한 영향으로 서비스 시스템의
재정 자원은 개인에게 요구되는 지원수준에 따라 할당되어야 한다는 개별적 재정
(individual financing) 모델을 미국 전역에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뉴햄프셔 주의 탈시설 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
모들의 집단 소송으로 시작되었지만, ʻAction for Independenceʼ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정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었다. 둘째, 시설폐쇄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의 서비스 체계(10개 지역의 Area Agency
System)를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발전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셋
째, 주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과 민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로
의 변환을 위한 강력한 가치기반 교육이 이루어졌다. 넷째, 중앙 주정부가 아닌 지
역중심의 관리와 혁신을 위한 탈관료주의와 정책의 유연성이 보장되었다. 다섯째 ʻ
START servicesʼ등을 통해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든 없든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는
철저히 지역 통합적 관점 및 실천으로 일관된다.

2.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뉴햄프셔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DD
Act, 1975) (이하 발달장애인 권리장전법)과 미국사회보장법 ʻ가정과 지역사회에 근
거한

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HCBS)

Waiver,

RSA-171-A(1975년) 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발달장애인 권리장전법 제정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법
률과 제도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사업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발달장애
정의는 2000년 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장전법에서 22세 이전에 발생하는 지적 혹은
신체적 장애(혹은 지적장애와 신체적 장애 중복)로 수용과 언어표현, 자기관리, 이
동, 학습, 자기지시, 경제적 자급자족, 독립생활 능력과 같은 삶의 주요활동 중 3개
이상의 기능적 제한을 가진 자로 정의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정의를 보다 확대 적용
하였다(황주희, 2017, p.185)는 점에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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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사람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내 발달장애인 정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근간 되는 예산은 주정부에서 절반 그리고 연방 정
부의 메디케이드 웨이버(Medicaid Waivers)8)에서 충당한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미연방 의료보험인 Medicaid 서비스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 중 예외조항
(Waiver)을 만들어 시설 보호 대신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HCBS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를 보장하여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그림 1] 미국 메디케이드 웨이버 우수 수행 주(state)

8)

1981년까지 의료적 필요 경우 제외하고는 시설 거주 장애인만 해당되었다. 업무는 주정부에서 담당하지만 연연방정부가
주정부 예산의 절반이상을 부담하므로 영향력이 크다. 기능, 진단, 재정(개인의 소득만 고려)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다. 연령대별 서비스 종류가 상이하여 3-21세(서비스 코디네이션, 개인생활보조, 행동개입, 가족 및 무임 돌봄제공자 훈
련, 보조장비, 보조공학, 가옥개조, 차량개조, 임시 보조 등)/22세- (활동보조, 가정건강 보조인, 가정살림 도우미, 성인주간
보호, 환경접근을 위한 개조, 특수의료장비, 가정 식사 배달, 개별화 응급대책 시스템, 레스피트(단기보호 지원), 간헐적 간
호 서비스, 간호, 장기 치료 서비스(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등이 있으며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Intellectual Disability Waiver (ID Waiver): 지적장애 (IQ 70 이하) 또는 6세 이전에 의사의 진단
- Individual and Family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pport Waiver (DD Waiver): 발달장애 진단 후 5살 9개월부터 신청
- Elderly or Disabled Consumer Directed Waiver(EDCD) 노약자와 장애인: 간병인 또는 간병인 회사 선택
- Day Support Waiver: ID 발달 장애 진단 후 18세부터 신청 가능. ID 대기 목록 순서
- Technology Waiver: 개인의 (예: 인공 호흡기 등) 전문 간호 관리 기술 의료 지원(The Arc of Northern Virginia, 2017; 전현
일, 2016, 에이블뉴스 발췌 정리, 백은령, 20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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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United Cerebral Palsy)에서 발표한 미국 전체 지역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
로 한 메디케이드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뉴햄프셔 주가 전국에서
5개 영역9) 종합 점수 전국 3위에 올랐고 특히 HCBS의 자립촉진영역에서는 버먼트
주에 이어 전국 2위에 오르는 등 뉴햄프셔 주는 미국 내에서도 HCBS의 높은 성과
가 나타나고 있는 선도적인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미국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메디
케이드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각 주들은 아래 [그림 1]과 같다(Tarren
Bragdon, 2017, p.8).
셋째, 뉴햄프셔 주가 미국에서 가장 앞선 탈시설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지역사
회 중심의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 주요 동인으로는 지역 내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만들고 담당할 주정부내 부서 설립, Area Agency의 자격 규정
등을 명시한 법률인 RSA-171-A(1975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서서 전술한
바와 같이 RSA-171-A위반을 내세우며 1978년 시작된 부모님들의 집단소송과 1981
년 주정부를 상대로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지역사회기반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 역사적인 Shane Devine 판사의 판결은 제대로 된 법 제정의 중
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게 한다. 뉴햄프셔 주는 현재까지도 RSA-171-A 법률을
근거로 새로운 규정과 규칙들을 개정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3.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지원 조직 및 행정 조직
발달장애인

권리장전법에서는

52개주

모두에

ʻ주정부발달장애인위원회(The

Counci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CDD)ʼ, 권익옹호를 위한 ʻ권익옹호시스템
(Protection & Advocacy system, P&A system)ʼ, 연구기관으로 ʻ연구기관협회
(Institute on Disability and Human Development, IDHD)ʼ를 의무적으로 설립・운
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햄프셔 주는 ʻNHCDD(발달장애인위원회)ʼ, ʻIOD(뉴
햄프셔대학장애인연구소)ʼ, ʻDRC-NH(P&A system)ʼ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 내에서 서로의 역할에 따라 유기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유
지하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HCBS를 실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장전법의 이행과 실행에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s Services:
HHS)로 보건복지부 내에 지역사회생활국(Admin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9)

5개 영역은 자립촉진, 삶의 질과 건강, 가족지원, 고용, 개별 욕구 접근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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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산하의 인지･발달장애인국(Adminstr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AIDD)이 담당하고 있다. 인지･발달장애인국의 역할은 발달장애인의 자
기선택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학대와 방임, 경제적･성적 착취, 법률 및 인권의 위
반으로부터의 보호와 독립적인 삶의 지원이다(황주희, 김용득, 김용진, 박혜미, 오
다은, 2017, p.186).
뉴햄프셔주 차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정조직으로는 발달장애인서비스국과
Area Agency가 있다.

1) 뉴햄프셔 발달장애인위원회(NHCDD)
(1) 조직 개요
위원회는 뉴햄프셔 주정부와 발달장애인들을 사이를 연결해 주는 대표적인 의사
소통의 통로이자 정책과 서비스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완충제 역할을 수행하는 콘트
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멤버는 총 21명으로 발달장애인 1/3, 부
모와 보호자 1/3, 후견인 1/3로 적어도 60%는 발달장애인이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멤버인 발달장애인들은 people first 멤버로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Director of Projects, Policy and Planning Director 등 공무원 신분의 7명의 스텝
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뉴햄프셔 주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방향을 위한 5개년 계획(the Council's
Five Year Plan(2016-2021))을 수립하고, 주정부를 상대로 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 주요 기능 및 역할
뉴햄프셔 발달장애인위원회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찾
는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리소스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ʻStepping Stonesʼ, ʻ
NH RAP Sheetʼ등 장애인과 가족 및 전문가들을 위한 정기 간행물을 ʻIODʼ, ʻ
DRC-NHʼ와 연계하여 발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Self Advocacy 그룹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다.
⋅ ʻSALT(Self-Advocacy Leadership Team)ʼ는 뉴햄프셔주 내 옹호단체들의 컨설
트를 하고, 발달장애인 학대 및 차별 예방, 이동권 확보 운동 등을 하고 있다.
⋅ ʻPeople First of New Hampshireʼ는 1992년에 조직되어, 현재는 14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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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이중 2명은 위원회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ʻAdvocacy NHʼ는 ʻNHCDDʼ, ʻIODʼ, ʻDRC-NHʼ, ʻPeople Firstʼ들의 주 및 지방
지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연방정부의 발달장애인관리국에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정부의 프로젝트 그룹이다.
⋅ ʻNEAT (North East Advocacy Together)ʼ는 뉴잉글랜드 지역과 뉴욕의 자기옹
호 그룹으로 연방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Peer-to-Peer 연계 기술 지원 프
로젝트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서로 연결을 구축하고 다
른 지역의 동료를 사용하여 다른 동료들이 자신의 주에서 자기옹호 단체 및 프
로젝트를 성장시키는 것을 돕는 것이다.
⋅ ʻABLE(Advocacy Building Lasting Equality) NHʼ는 장애를 가진 개인 및 가족
의 시민권 및 인권을 평등과 옹호를 위해 헌신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원 시
스템 개선, 가족 간 연결, 지역사회 지지 및 공공정책 영향에 대한 완전한 참여
를 촉진한다.
그 외 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Direct Support
Professional (DSP) 협회 운영을 통해 DSP의 자질향상과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적
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한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ʻʻAction for
Independenceʼʼ라 불리는 마스터플랜을 주정부에 제안해, 1991년 ʻLSSʼ의 폐쇄로 뉴
햄프셔 주의 모든 시민들이 시설로부터 자유로워진 첫 번째 주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14년 6월, 위원회는 the Disability Rights Center와 함께 상원법안 396
을 통과시켜 시설 및 학교에서의 아동들이 통제되는 관행을 제한하고, 고립을 제한
하고 고립되었을 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즉각적으로 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상원법안 47(최저임금법)을 통과 시켜 영세 자영업자나 훈련프
로그램을 제외하고 국가의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보호
작업장을 폐쇄함으로써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을 종식 시킨 첫 번째 사
례가 되었다.
2016년 3월에는 상원법안 146(주택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발달장애인들이 각 지역사회 안에서 1인 독립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토지를
개발하거나 추가적인 사회기반시설이 없어도 발달장애인이나 그들의 돌봄제공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되어 살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이 증가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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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연구소(IOD)
(1) 조직 개요
ʻIODʼ는 대학을 중심으로 현장과의 유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과 가
족들의 삶과 지식, 정책, 관행들을 개선하고 탈시설화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1987년 뉴햄프셔대학교내 설립되었다.
총 예산 11만 달러 중 약 60%정도가 프로포절을 통한 보조금으로 한 사업에 대한 연
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매년 다른 프로포절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으려는 노력을 하
고 있다.
(2) 주요 기능 및 역할
ʻIODʼ는 장애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리서치를 수행한다. ʻIODʼ는 정부로부터
프로포절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때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내에서 다양한 자원들
과 협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지역사회 기관들과 다양한 연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돌봄제공자의 돌봄 기능 상실에 따른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교육과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1년에 보통 34회, 3,229명이 참석하
는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실시하고 있다.

3) 뉴햄프셔 장애인권센터(Disability Rights Center of NH - DRC NH)
(1) 조직 개요
발달장애인 권리장전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와 방임을 방지
하기 위하여 주 단위의 보호 및 지지(P & A) 시스템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기금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모든 장애인서비스기관(공공, 민간, 후견인
서비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 권
한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장애 관련 문제에 관한 정보, 의뢰, 자문 및 법률대리 및
옹호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뉴햄프셔에서는 발달 장애인 옹호 센터(DDAC)로 1978년에 설치되었으며 1979년
첫 번째 변호사를 고용하였다. 1982년 DDAC는 라코니아 주립 학교의 거주자 및 기
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고 DDAC 및 자매기관이 소송할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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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장애인권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특수 교육, 접근성, 고용 차별, 가정 및 지역 사회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장애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 추천, 조언, 법적 표현 및 옹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
송, 조사, 모니터링 및 기타 정책 변경 노력을 통해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조직은 이사회와 PAIMI자문위원회, 스태프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 구성원의
1/3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이어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 중 4분의 1은 변호사이
다. 정신 질환자를 위한 보호 및 지지(PAIMI) 프로그램 자문위원회는 DRC-NH에게
정신 질환자에 관한 정책과 우선순위에 관해 조언한다.
(2) 주요 기능 및 역할
센터는 시민권과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 장애인이 직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18년 특수 교육, 접근성, 고용 차별,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와 메디케이드와 같은 분야에서 주 전역에 걸쳐 약 600명의 장애인에게 법률 자문
이나 법정대리를 수행했다. 또한 소송, 조사, 모니터링 및 기타 정책 변경 노력을 통
해 뉴햄프셔 장애인들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학대와 방임, 접근 및 숙박시설, 보조기술, 뇌손상, 아동 이슈, 발달장애, 고용, 후
견 및 의사결정 지원, 주택, 메디케이드, 정신건강, 모니터링 및 조사, 정책 및 법률,
외상성 뇌손상, 투표와 같이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
동을 한다.
다양한 연방 및 주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 교육, 접근성, 고용 차별,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와 메디케이드와 같은 영역에서 주 전역의 수백 명의
장애인에게 법률 자문과 법률대리 활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발달장애인(성인 및 아동) 보호와 옹호 프로그램(Protection and Advocacy for
developmental disability: PADD)
- 정신질환자 보호와 옹호 프로그램(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PAIMI) Program)
- 개인 권리 보호 및 옹호 프로그램(The 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
Rights (PAIR) Program)
- 보조기기 보호 및 옹호 프로그램(Protection and Advocacy for Assis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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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PAAT) Program)
- 사회 보장 프로그램의 보호 및 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for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PABSS) Program)
- 외상성 뇌 손상 환자 보호 및 옹호프로그램(Protection and Advocacy for
Person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PATBI) Program)
- 투표 접근프로젝트의 보호 및 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for Voting Access
(PAVA) Project)

4) 뉴햄프셔주 발달장애인서비스국(Bureau of Developmental Services)
(1) 조직개요
ʻNew Hampshir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ʼ에서 발달
장애인이나 정신질환 등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부서로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와 가정
에서 건강과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가족 및 지역사회 기
반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모든 사람이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공동체 구성원
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공동체생활 참여를 지원한다. 특히 지
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전문가와 지원자에게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한
지원 및 자원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뉴햄프셔 지역 내 10
개의 지정된 비영리기관(Area Agency)과 연계하여 개인 및 가족에 대한 모든 직접
서비스 및 지원을 계약에 따라 제공한다.
(2) 주요 기능 및 역할
모든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디에 살지,
어디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대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10개의 Area
Agency에서 서비스 계약서와 예산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사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
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서비스 계획 단계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이고 가족, 친구, 이웃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Supports Intensity Scale:SIS(지원
정도척도) 심사가 완료되어 서비스가 지원되기 까지는 보통 45일 이상 소요되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 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대기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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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로 구성된 ʻ자기옹호ʼ그룹을 지원하고, IOD와 연계하여 자기옹호 및 리더
십 관련 훈련을 제공하며, 장애아동의 출생 시 부터 3세까지 조기 지원 서비스를 시
작하고 4세~21세까지 체계적인 교육기회의 제공과 21세 이후에는 성인기 전환을 위
한 부모로 부터의 독립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
다.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public guardian(공공후견제도)도 있지만, 자기결정
권의 침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다.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해 National Core Indicators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간
200명이 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삶과 서비스가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기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5) Area Agency
(1) 조직개요
Area Agency가 설치되게 된 배경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78년 1,100명까지 생
활하던 대형 거주시설인 Laconia State Schoo 거주자 부모들의 집단 소송인 ʻ
Garrity v.Gallenʼ제기되고 1981년 Shane Devine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정부를 상대
로 발달장애인들도 최소한의 제한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
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1983년 12개의 Area Agency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되었으며 이의 영향으로 1989년 Laconia State
School 거주 장애인 숫자는 100여명으로 감소하였고 Area Agency 이용 장애인은
4,000명으로 증가하자 1991년 9월 17일 Laconia State School 폐쇄하였으며 연방정
부의 Medicaid를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기반 지원(Home and Community Based
waiver, HCB)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뉴햄프셔 주의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기반서비스 지원체계 내에서 직접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지역별 10개의 ʻArea Agencyʼ와 ʻArea Agencyʼ와 계약
관계에 있는 ʻProvider Agencyʼ이다.
ʻArea Agencyʼ는 개별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ʻ
Provider Agencyʼ를 연결하고 예산 집행과 모니터링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
모든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ʻ메디케이드 웨이버 프로그램(HCBS)ʼ에서 제공하
고 있다. 다시 말해 ʻArea Agencyʼ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발달장애인
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계획, 수립, 유지를 하고 발달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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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rea Agency 지원체계도

위한 서비스 계획의 수립, 제공, 관리를 위하여 개별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주정부
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2) 주요 기능 및 역할
ʻArea Agencyʼ에서 3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메디케이드 웨이버 자격여부를 결정하
기 위해서는 Intake Coordinator의 의한 기능 평가서와 함께 Community Support
Network, Inc.(CNSI)에 전자 방식으로 전송하고 CSNI에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메디케이드 웨이버 적격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사례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
고 뉴햄프셔 발달장애인서비스국 내에 발달장애인위원회(NHCDD)에서

사례관리

계획이 주정부 규정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한다. 그러나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대기자 리스트로 관리하고 주정부와 매월 대기자 명단과 해당 예산
을 주의회에 보고하고 대기자 수당을 지급한다.
Area Agency는 다음의 아홉 개의 서비스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 발달장애
인이 받게 될 서비스와 지원에 가족이나 친구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결정과 조정을
위한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존중한다. 둘째,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은 자기결
정권을 기반으로 한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돌봄, 고용 및 여가활동 등에 대한 개인
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넷째, 서비스 권리의 남용, 방치, 착취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다섯째, 다양한 통합 활동 및 환경 설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여섯째, 발달장애인이 합리적 위험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선택,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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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곱째, 발달장애인 개인이 의미 있
고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여덟째, 발달장애인 개인의
재정 관리, 식사준비, 여행 등에 필요한 생활 기술들을 습득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다. 아홉째, 발달장애인 개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키
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Area Agency의 주요 역할은 첫째, 개인 또는 Provider Agency와의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둘째, 서비스 신청
및 자격 요건을 결정한다. 셋째, 서비스 기획 및 프로세스를 조정한다. 넷째, 서비스
개발 및 모니터링을 한다. 다섯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섯째, 인권을 감시하
고 보호한다. 일곱째,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연례적으로 평가
한다.
Area Agency는 지역사회참여 서비스, 가족 중심 조기 지원 서비스, 주거 서비스,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취업 지원, IN-HOME 지원 서비스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 3분의 1이상의 발달장애인이나 가족(후견인)이 참가하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운영과 지역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모든 서비스 구성 요소에 대한 정책 및 절
차를 수립한다. 주정부는 5년마다 ʻArea Agencyʼ의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
한다. Area Agency와 Provider Agency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Area Agency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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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별 Area Agency와 Provider Agency 현황
Region
Ⅰ

BERLIN/LITTLETON/CONWAY

Area Agency

Provider Agecy

Northern Human Services

63개소

Ⅱ

CLAREMONT/LEBANON

PathWays of the River Valley

24개소

Ⅲ

LACONIA/LAKES/REGION

Lake Region Community Services

20개소

Ⅳ

CONCORD

Community Bridges

30개소

Ⅴ

KEENE

Monadnock Developmental Services

35개소

Ⅵ

MERRIMACK/NASHUA

Gateway Community Services

11개소

Ⅶ

MANCHESTER

The Moore Center

8개소

Ⅷ

PORTSMOUTH/SEACOAST

One Sky Community Services

25개소

Ⅸ

DURHAM/DOVER

Community Partners

13개소

Ⅹ

ATKINSON/SALEM

Community Crossroads

11개소

4.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연령대별로 Provider Agency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
략 다음과 같다. 0~3세를 대상으로는 조기 지원 및 서비스 (ESS), 자폐증 프로토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만3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는 임시 위탁,
상담, 정보 및 소개 및 특정 면제 서비스인 ʻ가정 방문 지원ʼ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
(Family Support Services)를 제공한다. 만14~21세 사이의 발달장애인에게는 가족
지원서비스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시스템에서 성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적절한 주정부 및 연방 정부 급여를 확인하고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1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포괄적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주거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고용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며, 주거서비스는 다양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게 돌보는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는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다양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고, 취업 서비스는 경력
개발 및 멘토링부터 직업 훈련 및 지역사회 내 취업 알선을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Area Agency의 개별지원계획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Provider Agency라고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Area
Agency와 provider agency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무어센터(MOORE CENTER)의
서비스와 발달장애와 정신건강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위
기 개입을 제공하고, 자립, 치료,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모델
인 START services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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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어센터(MOORE CENTER)
(1) 조직개요
뉴햄프셔 주에서 지정한 10개의 ʻArea Agencyʼ중의 하나로 지역 Ⅶ에 해당하며 맨
체스터를 포함한 8개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내 발달장애인들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주정부로부터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받아 운영 하며, 발달장
애인들의 개별화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ʻProvider Agencyʼ의 역할도
하고 있다. 2016년 예산규모는 수입 46,028,281달러(약520억원), 지출 45,973,536
달러(약519억원) 상당이다.
무어센터는 1955년에 장애 자녀를 둔 2명의 엄마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1991년 ʻLSSʼ의 폐쇄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의 기능
전환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장애아동의 출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2) 서비스 내용
① 조기지원 및 서비스(Early Support & Services: ESS)
조기 지원 및 서비스(ESS)는 출생부터 3세까지의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포괄적인 서비스의 핵심이다. Family Centered Early Supports & Services
(FCESS) 즉, 가족 중심의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조기 지원 및 서비스, 자폐증
프로토콜 서비스 및 기타 여러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
과 같다.
⋅자폐아 프로토콜(체계적) 지원 서비스
자폐증 프로토콜 서비스는 아동의 IFSP (Individual Family Support Plan)를
통해 제공되는 조기 지원 및 서비스를 기반하고, 자폐아가 최적의 잠재력을 달
성하도록 돕기 위하여 행동 및 감각 치료 접근 전략수립과 가족 지원
⋅가정 지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In Home Support(IHS) 웨이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
는 아동은 개인 간병, 커뮤니케이션, 사회적응, 건강 및 개인 안전과 같은 기본
적인 일상생활 기술 훈련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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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서비스
무어 센터는 650명이 넘는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② 지적·발달장애 서비스(Intellectual & Development Disorder Services)
⋅주거 서비스(Residential Services): 개인주택 또는 공동 주택에서 안전하고 가
정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원
⋅전환 서비스(Transitional Services): 14~21살 이전의 청소년들에게 성인으로의
생활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환계획에 따른 정보제공 및 지원
⋅주간 서비스(Individual Day Services):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써 기
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정하거나 동료 및 가족, 친구들
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고용 서비스(Employment Services): 노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취업탐색 및 취업체 개발 그리고 취업알선을 통한 기
회를 보장
⋅가족지원 서비스(Family Support Services):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후천적 뇌
손상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아동 또는 성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지원함.
⋅사례관리(Case Management): 350명 이상의 지적·발달 장애인과 21세 이상의
뇌손상장애인에게 사례관리를 제공하는데, 서비스의 필요성 평가, 서비스 조정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기회 창출을 제공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자립생활 서비스(Community Support Services/Independent
Living Services):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
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③ 무어센터 노인 서비스(Moore Options for Seniors)
⋅뉴햄프셔주 전역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오랫동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시간 단위 개인별 맞춤 지원서비스(Personal Care – Hourly): 시간 단위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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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목욕, 쇼핑 등)
⋅월 단위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Peace of Mind - Monthly Personal Care
Plans): 매월 20시간~80시간 내에 가정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
⋅퇴원계획 및 서비스(Welcome Home - Transitional Care Plan): 병원이나 요
양원에서 퇴원한 노인들이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적· 비의
료적 서비스 제공

2) 스타트서비스센터(The center for START services)
(1) 스타트 서비스
ʻSTART(Systemic, Therapeutic, Assessment, Resources, and Treatment)
servicesʼ 는 1988년 Joan Beasley팀이 메사추세츠 동부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병원 응급실에 가도 적절한
처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약물치료 또한 처방하는 것이 일괄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
지 못하는 것 때문인 점에 주목하였다. 1980년대 당시는 발달장애인들이 정신질환
을 동반하지 않는 가는 시각이 강했으나 사실상 발달장애인의 40%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발달장애인이 정신질환을 가
지게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이러한 사실들이 인정되면서
START services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ʻSTART servicesʼ는 발달장애인과 정신건강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위기 개입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및 행동건강 욕구
가 있는 사람의 자립, 치료, 지역사회 생활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모델이다. 또한 도전적 행동이나 정신장애를 동반한 발달장애인들의 ʻ특징적ʼ 행동이
그들 삶의 전 과정에서 이미 경험했거나 현재 겪을 수도 있는 배제, 학대, 폭력 등의
외상적 경험들에 기인한다는 관점과 증거기반실천을 기반으로 하여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생활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
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START Service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응급실 출입과 정신과 병동 입
원비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등의 성과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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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servicesʼ는 2016년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Medicine』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미국 발달장애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의 컨퍼런스나 포럼에서도 START 서비스의 성과가 발표되
어 미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현재 뉴햄프셔를 비롯해 알칸사스, 콜로라도, 하와
이, 아이오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 10개 주에서 ʻ
START servicesʼ가 시행되고 있다. ʻSTART services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
는 임상 사회복지사와 발달장애인 및 행동문제에 대해 훈련받은 정신과 의사가 스텝
으로 참여하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과 함께 START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연결하고
지원하면서 하나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로 구축되어 서비스의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정신건강을 동반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HCBS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START services 시행 지역

(2) 기관 개요
뉴햄프셔 대학의 장애연구소(Institute for Disability / UCED)의 ʻThe center for
START servicesʼ는 지역사회 내 행동건강 욕구가 있는 사람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효율성과 성과를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달
장애와 행동건강상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과 가족들이 사람중심, 긍정관점, 종합적,
비용 효과적, 증거기반 중심에 입각하여 START 모델을 통해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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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문 코디네이터를 교육하고 미국 내 START services의 보급
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서비스 내용
① The START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The START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PLC)는 미국 전역의 모든
START services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START services 센터에서 체계적인 학
습 환경을 통해 자원, 정보 및 전문 지식을 공유한다. PLC는 발달장애인 및 행동건
강상의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고 향상시
키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은 교육을 받는 증거 기반의 솔루션이다.
② START National Advisory Council
자문위원회는 전국 START 프로그램과 학습 커뮤니티 간의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돕고, 모델 및 관련 접근법과 관련된 결과를 검토하고 증거에 기반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리의료조직, 기타연방기관, 주 당국 및 중요한 파트너와 협력
하여 START 모델의 장기적인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 외 센터에서는 START 모델 전문가 조언에 따른 평가는 지역의 포괄적인 시스
템 개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서비스의 효율성, 연관성, 지역사회 참여 및 발달
장애인과 가족의 서비스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전문 트레이닝 및 컨
설팅을 통해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코디네이터들
의 역량을 강화한다.
(4) 뉴햄프셔주 START services
NH START services는 2009년 한 개의 Area Agency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었으
나 2010년 6월 이후에는 주 전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START services
의 목적은 발달장애 및 행동 건강상의 요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지역사회에 기반
한 사람중심 철학에 근거하여 뉴햄프셔대학의 장애연구소(UNH/IOD), START
services 센터, 뉴햄프셔 내 10개의 Area Agency와 함께 뉴햄프셔발달서비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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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이 하나의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또한 2014년 7월 설립한 START Resource Center는 21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을 통해 위기 예방과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6개의 베드가 마련되어 있어 3개는 발달장애인이, 나머지 3개는 가족이 한
달 정도 생활하면서 체계적이며 개별화된 개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NH START 코디네이터의 의뢰를 통해 이루어지고 개별서비스계획을 근거로 이루
어진다. 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임상팀이 개별 사정을 통해 결과를 코디네이터와 공
유하고 센터 서비스를 종료한 이후에 병원에 입원할 경우 코디네이터가 병원과 연
결하여 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이 환자 환자의 의료적 계획 수립과
정에 함께 참여한다.

[그림 5] 뉴햄프셔주 START services 체계

(5) START Coordinator (스타트 코디네이터)
스타트 코디네이터는 Social Work, 정신의료, 교육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로 16주간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스타트 서비스 툴의 사용방법, 서비스 플
랜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케이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2

32

장애인복지연구

년 마다 자격 증 갱신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미국 12개주에 분포되어 있는
스타트서비스 센터가 모두가 같은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곧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미국 전역에 300명 정
도의 코디네이터 있으며, 뉴햄프셔에는 12명의 스타트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스타트서비스는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1980년대부터 가져온 결과,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체계화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전문가팀이 환경체계로 접근하고
있었다. 특히 ʻ스타트 코디네이터ʼ라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
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전수되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
어지고 있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Resource센터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었다. 특히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뉴햄프셔 주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는 위원회, 대학, 행정조직, Agency(Area / Provider)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며, 이들 간 연계 및 협력이 강조되고 있어 시너지를 얻고
있었다. 또한 지역기반의 서비스 체계에서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
하고 있었다. 뉴햄프셔 대학(IOD)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위원회(NHCDD), 서비스 제
공기관 등에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전문서비스로
연계(예 : START 프로그램)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뉴햄프셔 주의 발달장애인 지
원체계를 정리하면 (부록 1)과 같다.

V. 결론: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미국 최초로 공공 주거시설을 폐쇄한 뉴햄프셔 주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서비스를 탐구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
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현지방문조사, 주요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
을 통해 뉴햄프셔 주의 탈시설 과정,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적 근거, 지원체계, 지원서비스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서비스 탐색: 미국 뉴햄프셔주(State of New Hampshire) 사례를 중심으로

33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햄프셔 주는 미국 내 최초로 대규모 거주시설 폐쇄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부모들의 문제의식과 요구, 법률적 뒷받침,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 경제적 여건, 유능한 스태프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민과 관련 기관
들이 함께 참여하여 발달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함께 고민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했다는 특징이 있다. 주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 장애인 권리에 대한 가치 공유,
논의과정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 등은 우리나라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둘째, 연방정부의 발달장애인 권리장전법과 메디케이드 웨이버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토대라고 한다면 탈시설의 가치와
신념의 사회적 확산과 공감대 형성 노력은 울타리로 보여졌다. 탈시설 운동과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토대와 울타리를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셋째, 발달장애인 권리장전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의 범위를 명확하
게 구분하면서도 상호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또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발달장애인법과 비교했을 때 시사하는 바가 컸다.
넷째, 발달장애인 권리장전법에서 의무적으로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ʻ
NHCDD(발달장애인위원회)ʼ,

ʻIOD(뉴햄프셔대학장애인연구소)ʼ,

ʻDRC-NH(P&A

system)ʼ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
달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 옹호, 서비스 개발, 인력 역량 강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
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뉴햄프셔 주의 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더욱 유
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다섯째, 뉴햄프셔 주의 지역기반 지원체계는 행정기관, Agency(Area / Provider),
위원회, 대학 등 주체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 중복됨이 없으며, 이들
간의 연계 및 협력이 강조되고 있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서비스 기관
간 역할 및 서비스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주정부의 지역단위에 Area Agency가 설치되어 있어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의 기관에서 사정과 계획수립, 서비스 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
다. Area Agency에 작성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정 및 계획수립, 서비스 구매계약,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 관리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개인별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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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의 역할은 담당하지만 복지지원정보 제공 및 연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내 발
달장애인지원센터의 위상과 비교했을 때 시사하는 점이 컸다.
특히 뉴햄프셔 주는 시설폐쇄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
도록 지역기반의 서비스 체계로서 Area Agency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발전
시키고 철저히 지역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운영되도록 해왔다.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탈시설 과정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다가
보호가 필요한 시점에서 시설로 이전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가 작
동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부러운 지점이다.
일곱째, 뉴햄프셔 주는 지역기반의 서비스 체계에서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역량강화가 선결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뉴햄프
셔 대학(IOD)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위원회(NHCDD),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전문서비스로 연계(예: START 프로
그램)되고 있다.
여덟째,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는 국내 현실
을 고려할 때 스타트서비스가 주는 함의는 매우 컸다. 1980년대부터의 경험과 축적
된 지식을 활용하여 스타트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의료와 장애를 넘나들며 발달장애
인을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인력, 불필요한 입원과 분리를 예방하기 위한 리소스
센터,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는 시스템 등은 매우 부러운 지점이었다.
아홉째, 뉴햄프셔 주는 지역기반 서비스 지원체계를 통해 장애인 권리에 대한 가
치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방향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든 주체에게
공유하고 있다. 그 정보는 매우 일관되어 어디서든 동일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정보를 얻기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우
리나라의 상황과는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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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institutionalization and changes to community care system make great changes in the liv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stering community connections and providing dynamic support programs are hugely important to build a community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can live in.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s on community support systems and services of united states
provided to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uggests domestic applic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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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 지각한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직 네트워크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기간은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이며, 대전 지역의 장애인거주시설 20개소, 생활지도원
251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우편조사로 진행되었고, SPSS 24.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이 지각하고
있는 직무만족도는 서비스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러한 영향은 조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 네트워크 수준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의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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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1)은 ʻʻ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ʼʼ로 규정되어 있다. 즉, 거
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욕구충족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ʻ거주, 요양,
지원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며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라 말할 수 있다(김용득, 강희설, 2008; 이지수, 이경미,
서동명, 2018).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인 장애인거주시설은 단순한 보호 서비스의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기초생활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
미옥, 김고은, 2013). 구체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2)은 장애인당사자와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기본적인 ʻ자립 서비스ʼ 제공, 나아가 ʻ정서적·심리적 안정
서비스ʼ, 사회적 발달을 위한 ʻ돌봄 서비스ʼ 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서비
스 제공자이자 장애인들의 지지자 또는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김미옥, 김고은, 2013; 김용득, 2008; 남시권, 2010), 생활지도원의 전문성
및 역량은 거주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다(김용득, 강희설, 2008; 손인봉, 김동기, 김승태, 2019).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Service Quality) 관리는 사회복지 실천영
역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이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
는 휴먼서비스 영역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
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남시권, 2010; 박연희, 2018; 손인봉 외, 2019; 신경희,
2017; Curtis et al., 2005; Williamson, 1996). 사회복지 관련 조직의 종사자는 대
상자와의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가치 실현과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 장애인은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다양한 영
역에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지도원의 서비스 질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신현석, 2005; 이연규, 서경현, 2011).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 생
1)
2)

2011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ʻ장애인생활시설ʼ이라는 용어가 ʻ장애인거주시설ʼ로 변경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는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사회재활교사 등),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등), 기능직, 관
리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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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지도원의 역량과 서비스 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정책적 지원 미흡으로
인해 서비스의 우수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남시권, 2010; 손
인봉 외, 2019; 이영희, 곽경자, 임학규, 2011).
한편, 전설하였듯이 장애인거주시설처럼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종사자의
역량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종사자의 직무
만족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되는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신경희, 2017). 무엇보다도 직무에 대해 갖는
일련의 태도 또는 직무수행을 통해 충족되는 긍정적인 상태인 직무만족(Alderfer,
1972)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이 지각하고 있는 직무만
족도를 서비스 질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네트워크
(Network)를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네트워크는 조직 간의 관계와 조직의 이익
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관계와 활동들의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개념(Wickham,
2004)으로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강문실, 김윤숙,
2016; 김영우, 김종규, 2018).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질 관련
연구들에서는 네트워크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이 인식하는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네트워크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장애인거
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거주시설과 생활지도원의 서비스 질
장애인거주시설은 2008년 347개소, 2010년 452개소, 2014년 607개소, 2017년
614개소3)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종사자 수 또한 2012년 15,667

3)

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제외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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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서 2014년에는 16,648명, 2016년에는 17,8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보건복
지부, 2018).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에게 유사 가정(quasi-home)으로서의 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웅, 2019).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지만 생활지도원4)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생활지도원이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생활, 학습, 위생, 여
가생활 등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신체적·정신적
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제공하고 욕구발견, 재활계획의 수립, 자원개발 및 사후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제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김
미옥, 김고은, 2013; 김용득, 2008; 손인봉 외, 2019; 최연식, 2017).
한편, 서비스 질(Service Quality)은 그 개념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실체
의 객관적인 파악이 어려워 연구자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질은 ʻ인적 또는 물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수준이 소비자의 기
대를 만족시킨 정도ʼ라고 정의되어 진다(Berry, Parasuraman, & Zeithaml, 1985;
Lewis & Booms, 1983). 선행연구들을 통해 좀 더 살펴보면, Grönroos(1990)는 서
비스의 질을 ʻ소비자의 지각된 서비스와 기대 서비스의 비교 평가의 결과ʼ로 정의하
고 있으며, Smith와 Houston(1983)은 ʻ개인의 기대와 이에 따른 실제경험이 일치하
는 방향ʼ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서비스의 질은 관점과 접근 방법에 따라 상
이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개념이 가진 주요한 특성은 서비스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 의미의 파악은 주관적인 평가가 기본이 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서비스의 질은 제품과 달리 무형의 형태로 제공되고 그 평가도 주
관적이기 때문에 측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표준화 하는 작업도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노혜정, 2008).
이러한 서비스 질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간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성이다. 이는 서비스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실체가 있는 제품과 달리 서비스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
으로 파악하고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주희, 정현주, 2009). 둘째, 가변성의 특
성이다(김기진, 변광인, 2013). 이는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라 할지라도 제공하는 주
체 및 조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조직에서도 어느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
느냐에 따라 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동시성(즉시성)의 특성이다
4)

2012년「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ʻ생활재활교사ʼ에서 ʻ생활지도원ʼ으로 법적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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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철, 2005). 이는 제품과 같이 미리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 동시에 소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존재하
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멸성의 특성이다.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
어지며 이는 보관이나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이명식, 200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사회복지의 서비스 질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제
공되는 무형의 산물이며,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서비스 제공 행위를 통
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는 생활지도원의 전문적인 기술, 판단,
태도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김기진, 변광인, 2013;
이명식, 2000; 이주희, 정현주, 2009; 황성철,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질
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 특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질을 ʻ생활지도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의 수준이 클라이언트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ʼ라고 개념화 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의 최저기준5)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거주시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고 있다(박차상 외, 2015).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
한 노력이라 할 수 있겠다(손인봉 외, 2019). 사회복지시설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
로 하는 휴먼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종사자의 판단과 전문성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이주희, 정현주, 2009). 특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조
직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박연희, 2018). 즉, 장애인거
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 시설의 서비스 질은 시설 종사자에 의해 결정되며, 그들의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손인봉 외, 2019). 그러나 오늘날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클라이언트는
사회적 적응 능력 저하, 자기결정권 침해 등 시설보호의 부작용으로 인해 그들의 삶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용득, 강희설, 2008; 이웅, 2019).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과 기관의 서
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서비스 질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정책
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5)

장애인 거주시설 최저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① 서비스 안내 및 상담, ② 개인의
욕구와 선택, ③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④ 능력개발, ⑤ 일상생활, ⑥ 개별지원, ⑦ 환경, ⑧ 직원관리, ⑨ 시설운영, ⑩
그 밖의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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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의 관계
직무만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직무에서의 만족감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나(주옥남, 2016), 환경의 외부 요인들이 강조되면서 다양하게 개념정
의 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그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직무만족이란 ʻ개인이 직
무활동과 관련해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 상태로부터 야기되는 태도ʼ라고 정의(Smith,
1955)되고 있으며, Davis(2004)는 그의 연구에서 ʻ조직구성원들이 개인의 직무에 대
해 느끼는 긍정적·부정적 감정 상태ʼ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여용재와 최호규(2008)의 연구에서 직무만족을 ʻ조직구성원이 개별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경험하거나 획득하는 긍정적인 욕구충족에 대한 만족감 정도ʼ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 김순희와 지유진(2014)은 직무만족을 ʻ근로자 개인이 업무에 만족하는 정도로,
직무와 조직 내 상황에 대한 만족 정도를 평가하여 나타내는 긍정적 정서 반응상태ʼ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외 김현지와 권재일(2011)은 직무만족을 ʻ사회구성원들이 조
직의 참여자로서 지니는 긍정적인 태도로, 직무만족 또는 불만족을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요인 및 일상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의 결합ʼ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이상과 같이 관련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직무만족은 ʻ직무과
정에서 장기간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며, 개인 자신의 직무 또는 조직의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수준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 현장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사와 같은 조직구성원의 인적자원관리가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Haynes & Fryer, 2000).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이 경
험하는 업무 환경 및 업무에서 발생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와 태도가 종사자
개인의 복리뿐만 아니라 기관의 서비스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Williamson, 1996). 실제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보건 및 의료분야 종사자(박석돈,
김은숙, 2009; 신용석, 강태인, 윤성은, 201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정경, 2018),
호텔 종사자(김현우, 2018)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서비스 질에 대한 직무만
족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에
대한 연구들(권영미, 2011; 노혜정, 2008; 이연규, 2011)에서도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의 인과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에 대한 선
행연구들(김기진, 변광인, 2013; 박연희, 2018; 오지경, 윤병국, 2011; 윤승식, 2013)
에 의하면 직무만족은 서비스 질의 예측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승식(2013)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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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무만족 중 직무자체의 만족도와 기관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현우(2018)는 호텔베이커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직무
만족이 높은 종사원들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짐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 본 연
구의 대상인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시설의
생활교사를 대상으로 한 노혜정(2008)의 연구에서는 직무와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
이 서비스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연규(2011)의 연구
에서는 생활지도교사의 직무자체 만족도와 서비스 질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권영미(2011)는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업무와 동료에 대한 만족이 서비스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연희(2018), 신용석 외(2014) 등의 연구에서도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직무만족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거주시
설 생활지도원이 인지하고 있는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
하고자 한다.

3. 네트워크의 조절효과
네트워크(Network)는 일반적으로 ʻ기관들 간의 관계와 사업의 경쟁우위를 창출하
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관계 활동 및 상호간 관계ʼ를 의미한다(Wickham, 2004).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barra(1993)은 ʻ관리자가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사회
적 지원을 얻기 위해 의존하는 직무관련 접촉ʼ이라고 개념화하고 있으며, Hardcastle,
Powers와 Wenocur(2004)는 ʻ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집단, 조직들이 그
들의 욕구나 지역 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하고 교환관계를 형성하
는 사회적 협력ʼ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ʻ조직의 네트워크 지원 수준으로서 조직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조직들과 맺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작용 정도ʼ로
정의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게
되며, 거래 효율성의 증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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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규모의 한계에 따른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배을규, 이형
우, 강명구, 2011; Lee & Kim, 2006). 이에 네트워크는 조직의 혁신성, 생산성 등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문실, 김윤숙, 2016; 김영우, 김
종규, 2018; 오혜경, 최영광, 2011).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성은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 제공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은 내부자원의 부족을 지역사회나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을 통해 조직 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강화도 꾀하게 된다(오
혜경, 최영광, 2011). 즉, 네트워크는 조직구성원의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생산 활동
에 핵심적인 변수(배을규 외, 2011; Hatala, 2009)이면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임재현, 최만기, 2007; Lee & Kim, 2006;
Light, 2005; Watson, 2007).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 조직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조직의 네트워킹 능력은 조직의 지속
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강문실, 김윤숙, 2016; 최영광,
전동일, 2011), 조직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네트워크
수준이 중요한 것이다(김영우, 김종규, 2018).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네트워크
가 서비스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는 장애인 영역에서
는 제한적6)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네트워
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네
트워크의 조절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
보면, 김영우와 김종규(2018)의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및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배을규, 최
영선, 최지영과 김대영(2014)은 방과 후 학교 강사의 무형식 학습 활동이 학습 전이
와의 관계에서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임재현과 최만기(2007)
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의 관계에서 외부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강문실과 김윤숙(2016)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네
트워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노력
6)

지금까지의 장애인 영역에서의 네트워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구조 및 기초연구(김언아, 강용주, 황수정, 박치성, 2007;
신현욱, 최영광, 2010)나 원인변수(오혜경, 최영광, 2011; 하경해, 2017; 최영광, 전동일, 2011) 및 결과변수(박은주,
2007)로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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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기적 연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만족감 향상과 더불어
네트워크 수준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시설의 운영 및 생존에 영
향을 미치는 서비스 질의 제고에 시너지 효과를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
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이 지각하고 있는 직무만족도와
서비스 질 간의 관계에서 조직 네트워크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생활지도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언하는 것이다. 위의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검증할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이 지각한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직무만족도와 서비스 질 간의 관계를 조직의
네트워크 수준이 조절할 것인가?

2.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서비스 질)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생활지도원이 지각하고 있는 서비스 질(Service Quality)로
서, 서비스 질이란 ʻ생활지도원이 제공한 서비스 수준이 클라이언트의 기대를 충족
시켜주는 정도ʼ라고 정의할 수 있다(Lewis & Booms, 1983).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asuraman, Zeithaml과 Berry(1988)가 개발한 ʻ서비스 질ʼ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첫째, 유형성(Tangibles) - 외형적인 차원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지, 둘째, 신뢰성(Reliability) - 본인 스스로 클라이언트에게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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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셋째, 대응성(Responsiveness) - 클라이언트의 요구
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넷째, 보증성(Assurance) -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의 확신
과 안전감을 주는지,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와 관련된 공감성(Empathy)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연규, 서경현, 2011). 문항은 총
20개로, 응답범주는 ʻ전혀 그렇지 않다(1점)ʼ - ʻ매우 그렇다(4점)ʼ까지 4점 척도로 측
정되었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이 지각한 서비스 질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35로 높게 나타났다.

2) 독립변수(직무만족)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생활지도원이 지각하고 있는 직무만족도(Jab Satisfaction)
로서, 직무만족이란 ʻ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가지는 자기 스스로의 전반
적인 만족도ʼ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직무란 단일구성체가 아니라 업무에 대한 역
할과 책임, 동료와의 상호작용, 상사의 감독, 업무에 따른 보상 등의 복잡한 상호관
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김준곤, 1992). 이를 측정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김준곤과 손충기(1979)가 개발한 ʻ직무만족 척도ʼ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상사의 감독(7문항), 의견반영 정도(3문항), 임금수준(6문항), 후생복지(3문
항), 승진 및 자기발전(2문항), 동료와의 관계(3문항), 근무조건 및 업무부담(3문항),
시설에 대한 자부심 및 애착심(3문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ʻ전혀 그렇지 않다(1점)ʼ - ʻ매우 그렇다(4점)ʼ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이 지각하고 있는 직무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08로 나타났다.

3) 조절변수(네트워크)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생활지도원이 지각하고 있는 ʻ조직의 네트워크 수준
(interorganizational network)ʼ으로서, 네트워크 수준이란 ʻ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조직들과 맺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작용 정도ʼ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Israel과 Rounds(1987)의 척도를 바탕으로 이병화
(2014)가 사용한 설문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계활동을 위
한 조직의 지원정도는 자원교류(인적-물적자원)와 연계활동에 대한 적극성 영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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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총 4문항이다. 응답범주는 ʻ전혀 그렇지 않다(1점)ʼ - ʻ매우 그렇다(4점)ʼ까
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이 지각한
조직의 네트워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837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의 서비스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선행연구 결과(남시권, 2010; 신현석, 2005; 오
지경, 윤병국, 2011; 이연규, 서경현, 2011; 이영희 외, 2011)를 통하여 성별, 연령,
최종학력, 종교유무, 근무기간, 운영주체, 시설입소 장애인 수(생활인원)를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ʻʻ여자(0), 남자(1)ʼʼ로, 연령은 연속변수로, 최종학력은
ʻʻ전문대 졸업이하(0), 대학교 졸업이상(1)ʼʼ으로, 종교는 ʻʻ무(0), 유(1)7)ʼʼ로, 근무기간
은 연속변수로, 운영주체는 ʻʻ기타(0)8), 사회복지법인(1)ʼʼ으로, 시설입소 장애인 수
(생활인원)는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자는 대전 지역의 장애인거주시설 20개소9)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지도
원 350명이다. 자료 수집은 우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은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 설문작성 방법 등
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였고, 조사 기간은 2015년 8월 27일 - 9월 14
일까지이며, 총 280부가 회수되어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25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분석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이 지각하고 있는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직 네트워크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4.0 프로
7)
8)
9)

ʻ종교 있음ʼ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모든 종교가 여기에 포함된다.
ʻ기타ʼ는 재단법인, 종교법인, 사단법인 등이 포함된다.
단기거주시설(17개소)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32개소)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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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이 지각하고 있는 직무만족의 정도, 서비스의 질, 조
직의 네트워크 수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변수
간 영향관계 및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첫째, 성별은 남자가 91명(36.3%), 여자가 160명(63.7%)으로 나타났다. 둘
째, 연령의 경우 평균은 31.73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0세 미만이 126명
(52.3%)을 차지하였으며, 30세 이상 - 40세 미만이 80명(33.2%), 40세 이상 - 50
세 미만이 20명(8.3%), 그리고 50세 이상이 15명(6.2%)을 차지하여 30대 미만이 많
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94명(38.2%), 전문대학교 졸업이
152명(61.8%)을 차지하였다. 넷째, 종교는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 등 종교가 있는 종
사자는 응답자의 59.0%에 해당하는 144명이었으며, 100명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
였다. 다섯째, 근무기간은 3년 미만이 115명으로서 48.3%를 차지하였으며, 3년 이상
- 6년 미만이 44명으로 18.5%, 6년 이상 - 9년 미만이 32명으로 13.4%, 그리고 9
년 이상이 47명으로 19.7%로 나타났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4.76년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운영주체로는 사회복지법인 소속이 응답자의 92.4%에 해당하는 231명이었
으며, 19명은 재단법인, 종교법인, 사단법인 등의 소속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
로, 시설 입소 장애인수는 30명 미만이 23명(10.1%)을 차지하였으며, 30명 이상 60명 미만이 84명(36.8%), 60명 이상 - 90명 미만이 78명(34.2%), 그리고 90명 이
상이 43명(18.9%)을 차지하여 30명 이상 - 60명 미만과 60명 이상 - 90명 미만이
많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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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51)

구분

빈도(명)

비율(%)

남

91

36.3

여

160

63.7

30세 미만

126

52.3

30세 이상 ~ 40세 미만

80

33.2

40세 이상 ~ 50세 미만

20

8.3

50세 이상

15

6.2

전문대졸 이하

152

61.8

대졸 이상

94

38.2

144

59.0

종교 없음

100

41.0

3년 미만

115

48.3

3년 이상 ~ 6년 미만

44

18.5

6년 이상 ~ 9년 미만

32

13.4

9년 이상

47

19.7

기타11)

19

7.6

사회복지법인

231

92.4

30명 미만

23

10.1

30명 이상 ~ 60명 미만

84

36.8

60명 이상 ~ 90명 미만

78

34.2

90명 이상

43

18.9

성별

연령
(M=31.73세, SD=8.71)

최종학력
종교유무

근무기간
(M=4.76년, SD=4.34)

운영주체

시설입소 장애인 수
(M=76.22명, SD=48.76)

종교

있음10)

2.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고, 서비스 질과 직
무만족도 및 조직의 네트워크 수준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직무만족도와 조직의 네트워크 수준 간에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서비스 질의 평균 점수는 3.01로 전반적
으로 높은 편에 속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직무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2.74, 조절변수
인 조직 네트워크 수준의 평균 점수는 2.42로 나타나 보통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 밖에 주요변수의 최소값과 최대값 및 왜도와 첨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10)
11)

ʻ종교 있음ʼ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모든 종교가 여기에 포함된다.
ʻ기타ʼ는 재단법인, 종교법인, 사단법인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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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직무만족

1.70

3.50

2.74

.27

-.59

1.33

네트워크

1.00

4.00

2.42

.54

.15

.16

서비스질

2.00

3.95

3.01

.26

.81

3.59

<표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직무만족

네트워크

서비스질

직무만족
네트워크

.312**

서비스질

.373**

.167*

*p<.05, **p<.01

3. 네트워크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이 지각하고 있는 직무만족도가 서비
스 질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조직 네트워크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상호작용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인만을 투입한 1단계, 독립변수인 직무만족도와 조절변수인 조직의
네트워크 수준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그리고 직무만족도와 조직 네트워크 수준의
상호작용을 추가로 투입한 3단계에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설명
력 증가 및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과 같다.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
인하였는데, 그 결과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이하 VIF)는 모든
변인에서 VIF 계수가 4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iles & Shevlin, 2001). 또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왜도 및 첨도 값을 확인한
결과 기준치(왜도=2, 첨도=4)를 넘지 않아 정상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Curran, West & Finch,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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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직 네트워크 수준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se



b

se



b

se



성별

.087

.034

.190*

.060

.034

.132

.044

.032

.096

연령

.001

.003

.053

.002

.002

.077

.003

.002

.103

최종학력

-.028

.035

-.062

-.046

.034

-.101

-.056

.033

-.125

종교유무

.012

.035

.027

.007

.034

.015

.000

.032

.000

근무기간

.001

.005

.014

.002

.005

.041

-.001

.005

-.023

운영주체

-.105

.074

-.111

-.074

.072

-.079

-.078

.069

-.082

시설입소 장애인수

.000

.000

.002

.000

.000

-.021

.000

.000

.026

직무만족

.215

.063

.263**

.247

.061

.302***

네트워크

.027

.031

.067

.044

.030

.109

.364

.088

.294***

2.966***

.092

직무만족*네트워크
상수

3.012***

F

.099
1.555

2.988***

.096
3.044**

4.706***

Df

7

9

10

R2

.058

.136

.214

Adjusted R2

.021

.091

.168

.078**

.078***

R2 변화량
*p<.05, **p<.01, ***p<.001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인 즉, 성별, 최종학력, 종교유무 및 운
영주체는 각각 더미코딩(dummy coding)하여 투입하였으며, 연령과 근무기간 및 시
설입소 장애인 수(생활인원)는 연속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질에 대한 설명력은 5.8%였으며, 성별(  =.190, p<.05)이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일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인 직무만족도와 조절변수인 조직의 네트워크 수준을 투입한 2단계에서는 서비스
질에 대한 설명력이 13.6%로 1단계에 비해 7.8%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량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또한 직무만족도(  =.263, p<.01)가 서
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질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하여 직무만족도와 조직 네트워크 수준의 상호작
용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는 설명력이 21.4%로 2단계에 비해 7.8% 증가하였고, 이러
한 설명력 증가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p<.001)으로 확인되었으며, 상호작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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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294, p<.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의 네트
워크 수준(조절변수)이 직무만족도(독립변수)와 서비스 질(종속변수)의 관계를 조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의 네트워크 수준이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
로 조절회귀식 및 그래프를 작성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조절 회귀식
은 다음과 같다.
        

12)

(  서비스질   상수   직무만족도   조직의네트워크수준)
조직 네트워크 수준의 조절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값을 중심으
로 1 표준편차 낮은 집단과 1 표준편차 높은 집단의 세 집단으로 구분13)하여(홍세희,
2007), 각 집단의 회귀식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조직의 네트워크 수준이 낮은 집단

: y=2.942-.050x

조직의 네트워크 수준이 보통인 집단 : y=2.966+.247x
조직의 네트워크 수준이 높은 집단

: y=2.990+.444x

위와 같이 도출된 회귀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조직 네트워크 수준의 조절효과
12)
13)

오차항 생략, 비표준화 계수
조절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조절변수의 수준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프 작성을 위해, 편의상 조절변수의 평균
을 중심으로 ± 1 S.D 3집단으로 구분한다(홍세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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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그래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조직의 네트워크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직무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서비스 질 수준이 증가하는 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
인된 반면, 조직의 네트워크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
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질에 대한 직무만족도의
영향은 조직의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이 지각하고 있는 직무만족도와 서비스
질 간의 관계에서 조직 네트워크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생활지도원이 제공하
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언하는 것이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서비스 질은 4점 척도 상에서 평균 3.01점으
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남시
권, 2010; 노혜정, 2008; 신현석, 2005; 이연규, 서경현, 2011; 최연식, 2017)의 결
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들이 장애
인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서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업무수행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이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형편없더라도 본인은 그렇지 않게 느낄 수 있
으며, 본인이 그렇게 느낄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 즉 장애인 혹은 장애인 보호자가 평가하는 서비스
질을 변인으로 하여 보다 더 정확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이 인식하는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지도원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유사한 선행연구(김기진, 변광인, 2013; 노혜정,
2008; 오지경, 윤병국, 2011; 윤승식, 2013)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직무만족도가 장
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서비스 질에 대한 예측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이 인지한 업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 동료와의 상
호작용, 상사의 감독, 업무에 따른 보상 등을 포함한 직무만족도에 따라 서비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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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직무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
과가 조직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의 한
계에 따른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통
해 극복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배을규 외, 2011; 배을규 외, 2014; Lee & Kim,
2006)와 조직의 네트워크가 조직의 혁신성, 생산성, 지속성 및 성과 향상 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강문실, 김윤숙, 2016; 김영우, 김종규, 2018; 오혜
경, 최영광, 2011)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
설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은 내부자원의 부족으로 지역사회나 타 기관과의 네
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조직 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강화
도 꾀하게 된다(오혜경, 최영광, 2011; 최영광, 전동일, 2011; Lee & Kim, 2006). 요
컨대,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서비스 질에 대해 조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안함에 있어 생활지도원의 직무만족도
뿐만 아니라 조직의 네트워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
체적인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직무만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생활지도원들이 장애인들과 긴 시간 동안 함
께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적 돌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손인봉 외, 2019; 이지수 외, 2018). 그러나 장
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은 과중한 근무시간, 저임금, 적절한 슈퍼비전의 부재 및
폐쇄된 조직문화 등의 부적절한 직무환경으로 인해 낮은 직무만족 상태에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노혜정, 2008). 하지만 기관의 특성상 생활지도원들이 스스로 느
끼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와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들의 지원 기준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그 기
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는 현행 근로
기준법과 배치되는 근무형태일 뿐만 아니라 거주 장애인에 비해 생활지도원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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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족한 상황(박연희, 2018; 변경희 외, 2014)에서 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 및 지방정부는 지원을 확대
하여 탄력근무제 도입, 보수체계의 개편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추진해야하며 이
를 통해 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직무형태가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직무만족도를 높
여야 할 것이고, 더불어 운영인력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즉, 생활지도원 1인
당 이용 장애인 담당 비율의 축소14)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들의 직무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직무특성을 반영한
슈퍼비전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휴먼서
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질과 전문적 기술 같은 업무수행 능
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
과 만족감을 갖는 차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 받는 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도 보
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능
력 향상과 전문적 지식 및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
에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슈퍼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기술 및 윤리 등
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급변하는 사회 및 장애인의 상황에 적응하
고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실제 임상영역에서 적용해야 할 가치 등에 대한 슈퍼비전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조직 네트워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실천
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조직의 네트워크는
생활지도원의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의 관계를 조절하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노력과 유기적인 연계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
과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시
설 운영에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민첩한 시설의 반응에서는 외부의 자원과 이해관
계자와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강문실, 김윤숙, 2016). 장애인
거주시설 및 생활지도원의 자립과 전문성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
크 형성 및 활성화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선, 네트워크
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
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거주시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14)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Ⅲ권)에 의하면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의 경우 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4.7명당 2명, 아동
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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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직무만족도와 조직 네트워크 수준 그리
고 서비스 질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
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전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자기보고식 측
정도구를 사용하였기에 생활지도원의 서비스 질이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 즉,
생활지도원의 주관적 평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셋째, 생활지도원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개인과 조직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
구에서는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해 보다 정교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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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networking levels on the associations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perceived by care workers in the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251 care workers in 20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Daejeon were surveyed from August 27 to September 14, 2015.
This study conduc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4.0 to examine moderating effects of networking levels. The analysis showed that job satisfaction had positive effects
on service quality and the effects were moderated by networking level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were suggested to improve service quality of care workers.
￭ key words :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are Workers, Job Satisfaction,
Service Quality, Networking Level,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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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86)의 쟁점 사안은 장애차별에서 비교 대상,
정당한 편의와 간접차별 간의 관계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정당한 편의 신청 시점, 정당
한 편의 도출을 위한 장애인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부담자 간의 협의 절차 등의 사안과, 시험
불합격 처분의 취소 사유로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이라는 절차적 하자를 검토할 때 당해 처분에 대
한 그 하자의 효과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글은 재판부가
다소 부적절하게 판단하거나 판단하지 않은 이 사안들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 운용에 필
요하다는 판단에서 검토한다. 주요 쟁점 사안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장애차별에서 장애인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
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 차별의 비교 대상은 오로지 비장애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장
애인만 지원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규정이 적용되
지 못하는 것은 아닌바, 이는 그 경우에 가상적 비장애인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재판부가 쟁점 사항일 수 있음에도 다루지 않은, 특정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시험시간 연장을 간접차별로 접근하는 원고의 입장은, 그리고 일부 법원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 간접차별 시정 조치와 정당한 편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간접차별의 시정 조치는 문제된 기준 등을 비차별적이게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
는 문제되었던 기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던 개인들이나 그렇지 않았던 개인들 모두에게 적용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은 어떤 장애인 개인이 비장애인만을 고려한 기준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불이익을 당할 경우 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변경하여 해당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조치다. 그러나 타인들에게는 변경되지 않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주제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당한 편의, 간접차별, 비교 대상

* 이 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안 및 이행 지표 개발 연구(2017년 보건복지부 용역연구보고서)의 부
록 19.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지 않은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행정
법원 2016구합75586)를 전면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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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검토 목적과 범위
2008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ʻʻ장애인차별금지법ʼ
ʼ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래, 동법 상의 금지된 장애차별 행위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법원의 구제조치를 밟는 사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1)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불합격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7.6.16. 선고, 2016구합75586 판결) 사건은
그 중에서 매우 적은 고용 관련 사건이자 더더욱 적은 채용 과정과 관련한 사건이라
는 점에서, 그리고 비교적 낯선 차별인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 사건이라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의 더욱 주목할 점은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것으로, 문제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핵심 쟁점 외에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
지법｣ 상 장애차별의 비교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편의의 문제로 보이는 이
사건의 일부 사안을 간접차별로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이 아직 관련 판례가 없
는 흥미로운 사안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사건은 정당한 편의의 신청 시점과
그 신청 이후의 정당한 편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 절차, 그리고 시험 불합격 처분
의 취소 사유로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이라는 절차적 하자를 검토할 때 당해 처분에
대한 그 하자의 효과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와 같은 사안을 검토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을 다룬 재판부는 상기 사안들 중 쟁점이 된 정당한 사유의 존부와 비교
대상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정당한 편의에 관한 건을 간접차별로 접근하려 한
사안은 쟁점이 될 만했음에도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기 사안들 중 쟁점 사안
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비교 대상 사안
과 관련하여 장애차별에서 장애인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냈으나 관련
논거가 불명확하고 이 결론은 정당한 편의에 대해서는 맞지 않기에 검토를 요한다.
이 사건의 쟁점 사안과 다른 여러 사안들 대부분은 우리보다 앞서서 장애차별금지
법을 운용해온 국가에서 다루어져서 법, 판례, 지침 등으로 확립된 바 있다. 이 글은
1)

2008~2017년 기간 동안 법원이 장애차별 사건에 대해 판결한 건수는 총 57건이다. 오욱찬, 김성희, 서정희, 심재진, 오
다은(2018).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 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p. 1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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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러한 외국의 모범을 따르는 데 필요한 논의를 진작시키자는 목적으로 그
사안들을 다루고자 한다.

2. 사건 개요
뇌병변 1급의 장애를 가진 원고는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
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2016년 5월 24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되었으나 2016년
6월 25일 실시한 면접시험 결과, 피고 국세청장에게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면접시간을 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와 동일하게 원고에게 배정함
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이2) 금지하는 간접차별을 행하였고, 면접에서 5분간 발
표하는 것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보조도구나 보조인을 제공하지 않고 면접위원 앞에
서 발표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지 않아 동법상의 정당한 편의 제
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5백만을 손해배상
할 것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에 지원하였으므로 비
장애인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신청한
편의는 모두 제공되었고, 원고는 5분 발표 준비를 위한 보조기구를 신청하지 않았으
며, 당초 원고가 편의지원을 신청할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재하여 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면접 당일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
험시간 연장은 없다는 응시자서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했다.

3. 판결 요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면접시험을 위한 편의 지원 신청을 정해진 기간에 하
고 그 뒤 두 번에 걸쳐 그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피고에게 통지했는데, 마
지막 신청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추가하였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면접시험
당일에 원고에게 제공한 편의는 자기기술서 대필을 위한 전담도우미와 컴퓨터, 별도
의 고사실 배치 등이었다. 그렇지만 의사소통 조력인은 제공되지 않았다. 원고는 5
분 발표 준비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원과 면접시험 시간 연장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
며, 면접시험 당일에 ʻ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험시간 연장은 없다ʼ는 내
용의 응시자서약서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
2)

원고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근거로도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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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부는 사실이 아닌 원고 및 피고의 관련 주장들을 배
척하였고, 피고가 면접에서 원고에게 의사소통 조력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
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피고의 주장대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우선 면접시험 평정 결과가 최종 합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평정요소가 추상적이며 면접위원들의 평정이 자유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면접시험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절차적 요건이 더욱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
하면서, 장애인에 대하여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이 사건 면접시험 절차의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이
사건 면접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
였다. 이어서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ʼ의 개념을 적시하면서 ʻʻ
뇌병변 1급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원고에게 구술면접에서 의
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원고가 언어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과 동등한 조
건에서 구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며,ʼʼ 피고가
이를 지원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당해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장애인만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의 경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
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배척하였다. ʻʻ｢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
로 하고(제1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며(제2조제2항),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5조제2항),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고려하면, 위 법률 제10조가 규정한
차별금지 원칙은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ʼʼ하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재판부는 정당한 편의인 의사소통 조력인을 제공
하지 않은 차별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제1항에 의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의사소통 조력
인 외에 원고가 신청한 다른 편의를 모두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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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한 액수보다 적은 3백만원으로 정하였다.

Ⅱ. 판례 검토

1. 정당한 편의 신청의 변경 및 신청의 시점, 편의의 협의 절차 등
재판부는 이 사건의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로 제시한 것이 어렵지 않게 배척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초에는 자신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피고에게 통보했지만 나중에 당
초의 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이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ʻ원고가 당초에 의사소통
이 가능하다고 기재하고는 뒤늦게 의사소통이 어렵다면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신청
해서ʼ, 즉 ʻ정당한 편의의 신청 내용을 상당히 다르게 변경해서ʼ 그 제공을 거부했다
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공 거부에 정
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그와 같은 정당한 편의의 변경 신청
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적절하지만, 이에 대한
논리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ʻ인정 사실ʼ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마지막의 정당한 편의 신청에 대해, 의
사소통 조력인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제공하겠다고 원고에게 통보하면서도 이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설명이나 추가로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
실,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신청하면 편의 제공 의무 부담자는 신청된 편의가 해당
장애인이 어떤 활동(이 사건에서는 면접시험을 보기)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
기 위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의무 부담자가 해당 장애인과 소통
또는 협의를 진행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에서는 이 과정을 중요시하여 법이나 판례로 이를 규정해 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시행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우리나라의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는 합리적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를 도출하기 위한 장애인과 편의 제공 의무 부담자 간의 비공식적 상
호협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3) 두고 있다. 이 절차가 상호적이어야4) 하는 이유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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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장애 특성에 관한 한 장애인이 가장 잘 아는 반면, 장애인이 수행해야 할 직무
나 채용시험 등의 특성과 해당 편의 제공의 부담은 편의 제공 의무 부담자인 사용자
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상기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서도 고용 및 교육 영역 등에서 편의 제공 의무 부담자들은 미국의 경우보다는 유연
하지 못하고 덜 상호적이긴 하지만 유사한 절차를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의 피고는 장애인끼리만 경쟁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2,000여명의 장애인들이 면
접시험에 응시하는 바람에 훨씬 덜 유연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래도 편
의를 신청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 온
라인 등을 통해 신청자와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의 편의 신청 건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원고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와 최소한으로 소통하고 해당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민원처리에서 절차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5) 차제에 우리나라도 정당한 편
의를 도출하기 위한 상호적 협의 절차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
회의 차별판단지침, 또는 법원판례를 통해 규범화하는6)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정당한 편의 신청의 적절한 시점과 관련하여 아무런 검토나 판
단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신청 시점에 대해서 매우 유연
했다고 볼 수 있다. 인정 사실 부분을 보면 이 사건의 피고는 2016년 5월 30일까지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편의를 신청하라고 공지했지만 원고가 그 시점을 넘겨서 새로
또는 변경하여 편의를 신청한 것을 적법한 신청으로 간주하였고, 심지어는 ʻʻ면접 당
일에도 시험시간 연장이나 보조도구 등 지원을 요청하지 아니하였ʼʼ기에 피고가 이를
3)

4)

5)
6)

29 C.F.R. § 1630.2(o)(3). 이 조항에 대한 미국의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의 해석지침은 이 비공식적 상호협의 절차에서 편의 제공 의무 부담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으로, ʻʻ해당 장애인과의
협의를 통해 당해 장애로 인한 정확한 직무 관련 제약과 그 제약이 어떤 합리적 편의로 극복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ʼʼ,
ʻʻ해당 장애인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편의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편의의 당해 직무의 필수적 기능 수행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것ʼʼ, ʻʻ해당 장애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편의를 선택하고 이행할 것ʼ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영임(2010).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법제의 운용사례에 관한 국제비교. 노동법학. 제35호, p.
311에서 재인용.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이러한 규정은 장애를 가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채용 지원자에게도 적
용된다.
이 절차는 상당히 비정형화된 절차로,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캐나다 법원은 이 절차를 사용
자, 노동자, 노동조합 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해 가는 ʻʻ다당사자 탐색ʼʼ(multi-party inquiry) 과정이라고 칭한다.
Central Okanagan School Dist. No. 23 v. Renaud (1992), 2 S.C.R. 970.
이는 ｢행정절차법｣ 제4조제1항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
이 상호적 협의 절차에는 적절한 정당한 편의를 도출하기 위한 쌍방의 성실의무의 부담, 신청된 편의와 해당 장애 간의
유관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장애에 대한 객관적 정보의 제시 요구, 특정 편의에 대한 장애인의 선호의 우선적 고려, 여러
효과적인 편의들 중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사용자의 권한 등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최
승철(2011). 차별금지법의 이해. 서울: 한울, pp. 189-19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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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봄으로써, 면접 당일에도 정당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시험 날짜나 심지어는 시험 당일과 같이 시험 시간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정당한 편의를 새롭게 또는 변경하여 신청해도 이를 접수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는 채용시험이 실시되는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장애가 없는 응시자도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들은
그 상황이 비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기에 정당한 편의를 요하는 상황을 알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장애를 가진 응시자는 정당한 편의를 요하는 채용시험의 상황
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에 그에 관한 새로운 정보에 접하면 이미 신청한
정당한 편의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해당 정보가 시험 당일 날 획
득된다면 그 시점에서 새로운 또는 변경된 편의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7) 물론, 시험
날짜에 점점 더 근접하여 정당한 편의를 새로 또는 변경하여 신청하면 할수록, 그
제공은 ʻ과도한 부담 등ʼ을 야기할 소지가 점점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
소하기 위해 채용시험 주관 기관은 정당한 편의를 요하는 채용시험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고 채용시험 일자보다 아주 충분히 앞선 시점에 제공
해야 한다.

2. 편의의 미제공으로 인한 장애인의 불이익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이 사건의 재판부가 내린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은 행정처분에 관한 다수 판례 및
학설을 따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의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과 같이 그 처분
의 자유재량이 인정되는 행정처분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만으로
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8) 재판부의 관련 판단은
이러한 견해에 충실한 것으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면접시험의 평정요
소가 추상적이고 평정이 면접위원들의 자유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공개경
쟁 면접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적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준
7)

8)

미국의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미국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의 시행지침(Enforcement Guidance)에서 장애인은 채용 지원 과정 중 어느 때건 우리나라의 정당한 편의
에 해당하는 합리적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시험 실시 전 특정
한 기간 동안 장애인이 시험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하고, 때때로 장애인들은 사전에 시험을 보는 데
자신이 어떠한 편의가 필요한지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에 시험이 치러지는 현장에서 장애인이 편의를 요청하면 고용주는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U.S.
EEOC Technical Assistance Program(2002). Disability discrimination: employment discrimination prohibited by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p. 166 및 p. 775.
김창조(2017).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제60집, p. 1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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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야 함에도 피고는 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면접시
험의 절차의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는바, 위법한 면접시험의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 취소의 법리는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문제된 처분의 취소에 대
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에 해당 처분의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ʻ해당 처분의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관해서
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ʼ는 취지의 판결문의 문언으로 종종 표현되기도 한다. 그 예는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하게 장애인을 구분 모집한 교육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뇌병
변장애를 가진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
은 사건의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6.7.7. 선고 2014구합12284 판결)에서 다음과 같
이 나타난다. ʻʻ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면접에는 원고에게 정당
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시험규칙,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실체적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ʼʼ
상기 사건의 재판부는 그 판단에서 멈추어 서서는 면접시험에서 해당 편의의 미제
공이 타 응시자들에 비해 뇌병변장애를 가진 응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도 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의 정의 등에
기댄 형식적(formal) 설시도 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이 사건의 재판부는 ʻʻ뇌병변 1
급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원고에게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
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원고가 언어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구
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ʼʼ한다고 설시함으로써 형
식적 차원이기는 하나 조금 발을 떼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이라는 절차적 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면 그 절차적 하자가 특정 장애를 가진 개인의 시험 합격/불합격과 같은 처분에 어
떤 효과를, 어떤 불이익을 미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적절하
다. 그 특수성이란 통상적인 행정절차와 달리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절차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4조제2항의 그 개념에서 보듯이 그 안에 관련 처분에 대한 당해 절
차의 효과를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개념에서 그 효과는 ʻʻ장애인
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ʼʼ하게 만드는 효과와9) 이 동등한
9)

여기서 ʻ동등ʼ은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동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 특정 활동을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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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해당 활동의 결과물의 수준에, 즉 처분에 미치는 효과다. 이를 절차적 하자
의 측면에 진술하자면 그 효과는 특정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동등하지 못하게 해당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불이익
과 나아가 이 불이익이 해당 활동의 결과물인 처분에 미치는 불이익이다. 이처럼 정
당한 편의라는 절차의 개념 안에 해당 처분에 대한 당해 절차의 효과를 규정해 놓고
있음에도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이라는 절차적 하자의 여부만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
할지를 논하는 것은 그 하자의 효과를 살펴볼 것을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
는 절차의 개념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의 효과를, 즉 그 미제공으로 인해 해당 장애인이 겪게 되는
불이익이라는 효과를 고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장애인이 어떤 특정한 활동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게 해주는 정당한 편의가 다양하고 그것들이 해당 처분
에 미치는 효과의 경중도 함께 다양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정당한 편의들이
처분에 미치는 효과들의 경중은 상당 정도 비교 가능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구
술 면접시험의 결과의 처분에 중대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정당한 편의는 청각장애 응
시자에게 제공되는 수어, 언어장애 응시자에게 제공되는 의사소통 조력인 등이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수험장 건물에 들어서는 데 필요한 간이경사로는 해당 처분에
경미한 효과만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정당한 편의들이 처분에 미치는 효과의 경중
을 비교적 쉽게 따져볼 수 있음에도 그 효과를 고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다행히도, 정당한 편의 법리는 다른 차별 법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관적인 편이
어서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의 효과를 고찰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있
다. 아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으로 인해 뇌병변장애
를 가진 응시자가 구술 면접시험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겪는 불이익을 예시적으로 고
찰해 보았다.
이 사건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원고와 같이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응시자는 ʻ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ʼ이라는 평정요소
의 ʻ정확성ʼ 부분에서 높은 평정을 받을 소지가 매우 낮다. 또한 ʻ예의·품행 및 성실
성ʼ이라는 평정요소의 ʻ예의·품행ʼ에서 높은 평정을 받을 소지가 매우 낮다. 우리말
의 경어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우리는 말로써 상당히 미묘한 방식으로 예의와 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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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당 부분을 드러내는바, 따라서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면접시
험 응시자는 그 평정요소 부분에서 좋은 평정을 받기가 어렵다.10) 물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을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바, 그 밖의 다른 평정요소에서도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차별에서의 비교 대상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 사이에도 적용
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편의와 관련해서는 맞지 않기에 부분적으로만 타
당하다. 또한 재판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을11)
열거하면서 단지 ʻʻ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고려하면ʼʼ 그와 같이 판단할 수 있
다고 추상적으로 설시하였기에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주요 차별행위 유형별로, 즉 직
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 각각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ʻʻ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
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ʼʼ의 차별은 소위 ʻ직접차별ʼ로서, 여기
서 ʻ장애를 사유로ʼ라는 문구는 해당 장애가 불리한 대우의 결정 요인이 된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 그 장애는 장애 일반일 수 있고, 특정한 장애 유형일 수 있으며, 경
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장애 정도일 수도 있다.12) 즉, 이것들은 모두 ʻʻ장애를 사유로ʼʼ
에서의 ʻ장애ʼ에 해당한다. 어떤 유형이나 정도의 장애이건 간에 장애를 가진 것 자
체가 불리한 대우의 결정 요인이라면 그 불리한 대우를 받는 장애인의 비교 대상은
비장애인이 될 수 있다.13) 특정 장애 유형이 불리한 대우의 결정 요인이라면 그 불
10)

11)

12)

13)

이 평정요소들은 5개의 항목 중 2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에 따르면, 2개 항목 이상을 ʻʻ하ʼʼ로 평정하거나 그
2개의 평정요소들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ʻʻ하ʼʼ로 평정을 하면 필기시험 성적 순위와 관
계없이 불합격된다.
법 제5조제2항은 ʻʻ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
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ʼʼ인데, 이 조항이 동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판단에서 비교 대상을 설정하는 것과 어떤 관
련성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영국의 1995년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의 비교 대상은 비장애인이거나
다른 장애를 가진 개인일 수 있다.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Disability Code of Practice - Employment and
Occupation, Para. 4.13 참고.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비장애인이면 다 장애인의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해 장애인과 유관 상황
이 같은 비장애인(들)이 비교 대상으로 설정된다. ʻ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ʼ하는 것이 차별인데, 여기서 ʻ같은 것ʼ은 유관 상
황이 같음을 의미한다. 영국의 1995년 ｢장애차별법｣의 장애 실무규칙(Disability Code of Practice)은 직접차별의 3가지
구성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서 비교 대상을 언급한다. ʻʻ당해 대우는 당해 장애인의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다.ʼʼ ʻʻ당
해 대우는, 그 장애를 갖지 않은 또는 갖지 않았을 개인이 대우되는 방식보다 불리하다.ʼʼ ʻʻ당해 장애인과 비교되는 개인
의 (능력을 포함한) 유관 상황(relevant circumstances)은 그 장애인의 유관 상황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ʼʼ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Disability Code of Practice - Employment and Occupation, Par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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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대우를 받는 특정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인의 비교 대상은 다른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장애 정도가 불리한 대우의 결
정 요인이라면 그 불리한 대우를 받는 특정 장애 정도를 가진 장애인의 비교 대상은
그와는 다른 장애 정도를 가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될 수 있다. 가령 어떤 응시자
를 중증 장애를 가졌다는 사유로 면접시험에서 탈락시켰다면 이는 (중증) 장애를 사
유로 해당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탈락이라는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고 그의 비교 대
상은 경증 장애를 가진 응시자와 비장애 응시자다. 만약 이 면접시험이 장애인 구분
모집을 위한 것이라면 비장애 응시자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문제의 불리한
대우는 여전히 (중증)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이다. 만약 상기 장애인 구분모집 면접시
험의 대상자가 우연히 모두 중증 장애인들이었고 중증 장애를 사유로 이들을 모두
면접시험에서 탈락시킨 경우, 면접시험 대상자들 중에 경증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없었다고 하여 그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비교 대상은 여전히 경증 장애
를 가진 가상적 응시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2호의 ʻʻ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
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ʼʼ
는 소위 간접차별이라 부른다. 문제의 기준이 형식상으로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
는 것이 아니고, 즉 외견상 장애인에 대해 중립적이고, 그 기준의 적용이 장애를 가
진 개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며, 그 기준을 적용해
야 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준의 적용은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문제의
기준이 특정 장애 유형 또는 특정 장애 정도를 가진 개인들에게만 불리한 결과를 초
래하고 다른 장애 유형 또는 다른 장애 정도를 가진 개인들에게는 어떤 불리한 결과
를 초래하지 않아도 간접차별이 성립된다. 물론, 이 둘 모두의 경우에서 비장애인들
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차별에서 비교 대상은 비장애인
들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나 다른 정도의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될 수 있다. 간접차별을 초래하는 특정 기준의 효과는 개인들
의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기에 그 차별의 비교는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제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장애로 인해
군에 갈 자격이 없는 대부분의 장애인에게 채용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제
도는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는데, 그 불리한 결과를 당한 장애인들의 비교 대상은 군
에 갈 수 있는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이라도 군에 갈 자격이 있는 장애의 유형이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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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가진 개인들이다. 채용시험에서 직무 수행 상 간혹 있을 자가 운전 출장을 이
유로 운전면허증 소지를 채용 응시 요건으로 삼는 것은 장애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자격이 없는 시각장애 등 특정 유형의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 채용에서 불
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요건의 적용은 간접차별인데, 비교 대상은 운전면허를 취
득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이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는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를 가진 개인들이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접차별이나 간접차별의 정의와는 달리 정당한 편의
의의 개념 정의에서 장애인의 비교 대상이 비장애인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
다. ʻʻʻʻ정당한 편의ʼʼ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
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ʼʼ 이처럼 관련 물리적
환경이나 규정, 기준, 관행 등이 비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특정 장애인의 비교
대상을 비장애인으로 명시했다고 해서 정당한 편의 법리가 이 글에서 다루는 장애인
구분모집 면접시험에서처럼 장애인들만 있는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유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가상적 비장애인이 비교 대상이
된다.
영국 ｢장애차별법｣도 고용 영역에서 사용자가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
한 편의에 해당하는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상
황을 규정하면서 비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비장애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ʻʻ(a) 사용자
에 의해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에 의해서 적용된 규정, 기준 및 관행 또는 (b) 사용자
에 의해 점유된 시설물(premise)의 물리적 특성이, 관련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비
교하여 상당한 불이익(substantial disadvantage)을 주는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규
정, 기준, 관행 및 물리적 특성이 그러한 효과를 갖지 않도록 해당 경우의 모든 정황
에 비추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다ʼʼ(s.4A(1)(b)).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영국의 ｢장애차별법｣이 정당한 편의 또는 합
리적 조정의 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비교 대상을 비장애인으로 설정한 것은 사회
의 규정, 기준, 관행, 물리적 환경 등이 비장애인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 그것들의 적
용을 받거나 그것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데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심대하거나 상당
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견해가 정당한 편의 또는 합
리적 조정 법리의 근간이기 때문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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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
이 글에서 다루는 사건의 원고는 피고가 면접시간을 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와
동일하게 원고에게 배정함으로써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간접차별을 행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사
실을 들어 당해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것이 왜 간접차별이 아닌지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그 배척하는 판단의 말미에서 ʻʻ따라서 피고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차별 또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ʼʼ라고 설시하였던바, 이는 ʻ만약 원고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했더라면
간접차별로도 판단해 볼 수도 있었다ʼ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읽힐 소지가 있
다. 한편, 이 글에서 다루는 사건과 매우 유사한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84 사건
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ʻʻ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던바, 이는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원고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함으
로써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행위에 해당한다.ʼʼ라고 판시함으로
써 뇌병변장애를 가진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연장을 해주지 않은 것을 정당
한 편의 제공 거부가 아닌 간접차별로 판단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는 재판부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와 간접차별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인다.15)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의 거부는 모두 장애 특성을 ʻ고려ʼ하지 않으면 장애인에게
불리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우나, 그 둘은 여러 점
에서 다르다. 세 가지 차이점만 언급하자면, 먼저 정당한 편의의 경우에는 조정과
유사한 방식으로16) 문제의 불이익을 해소하지만 간접차별의 경우에 갈등적인 형태
로 문제된 불이익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또는 줄 규정, 기준, 관행 등을 해소할 개별적 조치를 정당
14)

미국 EEOC는 ｢미국장애인법｣상의 합리적 편의를 해설하면서 비교 대상을 ʻ평균적 비장애 근로자ʼ로 본다. ʻʻ합리적 편의
제공이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장애인이 동등한 고용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당 직무, 작업환경
또는 통상적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동등한 고용 기회란 유사한 상황에 놓인

평

균적 비장애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와 동등한 혜택이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의
미한다.ʼʼ U.S. EEOC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위 책, p. 63.
이 글에서 다루는 사건의 원고와는 달리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84 사건의 원고는 시험시간 연장의 거부를 간접차
별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재판부는 이를 간접차별이라고 봤다.
16) European Network Against Racism(2011). Reasonable accommoda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the workplace, Report
of the Third Equal@Work Meeting, p. 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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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 제공 의무 부담자에게 신청하면 의무 부담자는 해당 장애인과의 상호적인
비공식적 협력 절차를 통해 그 장애인에게 가장 적절한 정당한 편의를 가능한 한 가
장 빠른 시일 내에17) 제공함으로써 문제의 불이익을 해소한다. 간접차별의 경우, 장
애인(들)은 자신(들)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 자신(들)에 불이익을 주는 또는 줄 규
정, 기준, 관행 등에 대해 항의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항의가 그 문제적 기준 등의
적용을 재고할 법적 의무를 차별금지 의무 부담자에게 부과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간접차별은 집단적 불이익을 확인하는 작업과 객관적 정당화 요건 등이 까다롭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간접차별은 갈등적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18)
둘째, 어떤 규정, 기준, 관행 등의 적용이 간접차별로 결정되면 그 시정 조치는 문
제의 관행이나 기준을 전면 폐기하거나 또는 전면 변경하는 것이며, 전면 변경된 관
행이나 기준은 여전히 변경 전에 불이이익을 받았던 개인들과 그렇지 않은 개인들
모두에게 적용된다.19)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은 어떤 장애인 개인이
비장애인만을 고려한 규정, 기준, 관행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불이익을 당할
경우 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규정, 기준, 관행 등을 변경하여 해당 장애인에
게 적용하는 조치다. 그러나 타인들에게는 변경되지 않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 간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이 글에서
다루는 사건의 쟁점인 면접시험 시간의 연장은 원고가 자신에 대해서만 이를 요구한
다는 점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안이다. 만약 이를 간접차별 사안으로 가져
가려면 원고는 자신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을 만큼 충분히 긴 시험
시간을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어야 했다.20)
17)

18)

19)

20)

｢미국장애인법｣ 하에서는 장애인이 요청한 편의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 제공을 불
필요하게 지체할 경우, 이는 동법의 위반에 해당한다. U.S. EEOC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위 책, p. 786.
간접차별 법리는 이 차별금지 의무 부담자들이 어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이나 관행을 정하여 시행하기에 앞서 그것들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검토하게 하는 사전 자기검열 효과는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제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간접차별이어서 전면 폐지된 바 있다. 또한 상
기의 ʻ운전면허증 소지ʼ라는 채용 응시 요건도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로 결정되면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그 요
건을 시각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에 대해서 면제하고 다른 응시자에게는 적용하는 것은 간접차별의 시정 조치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뇌병변장애인이 필기시험에서 메모 대필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에서 정
당한 편의 법리와 간접차별 법리를 모두 동원했다. 국가인권위 2015.8.20. 15진정0627300 결정. 일부에서는 동일한 사
건을 이 두 법리 중 어느 하나를 택일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으로는 최윤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Vol.35, Oct., 2016. pp. 367~393 참고. 그러나 이 두 법리는 본고에서 살펴
보듯이 그 구하는 구제 내용이 전혀 서로 다르므로 그렇게 접근할 수 없다. 다만, 고용에서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사건
에서 해당 간접차별의 객관적 정당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정당한 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외견상 장애 중립적
인 기준의 적용에 따른 불리한 결과가 해당 직무와 관련되고 사업상 불가피한 것으로 입증되어 간접차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더라도 만약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고용 과정에서 배제되는 불리한 결과에 놓인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를 제공받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해당 장애인을 고용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미국과 유럽연
합은 이처럼 간접차별의 객관적 정당화 과정에 정당한 편의 효과에 대한 검토 단계를 법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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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번째 차이점을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예시
적으로 좀 더 설명해 보자. 앞서 논의한 대로 5가지 면접시험 평정요소들 중 ʻ의사표
현의 정확성과 논리성ʼ과 ʻ예의·품행 및 성실성ʼ은 형식적으로는 장애인에게 중립적
이지만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응시자에게 객관적으로 특별히
불리할 소지가 있다고 보자. 그러하다면 이 두 가지 기준의 적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채용 관련 기준의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
무 관련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ʻ의사표현의 정확성ʼ 및 ʻ예의·품행ʼ이라는 평정요소
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ʻ의사표현의 정
확성ʼ은 예외적인 직무에, 예를 들면 대변인과 같은 직무에 요구되는 것이지 공무원
일반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ʻ예의·품행ʼ
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에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주장들
이 정당하다면 문제의 두 평정요소의 적용은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해당
기관은 이 평정요소들을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처럼 그 두 평정요소를 포함하여 5가지 평정요소를 면접시험 응
시자의 구술을 통해 측정할 경우, 이 사건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장애로 인하여 의
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응시자는 언어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과 동등한 조건에
서 구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의사소통 조력인이 필요하고, 이 의사소통 조력인은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 이때 의사소통 조력인에 의해 제공되는 의사소통 보조는
평가받는 방식 또는 규정에서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는 해당 장애인에게만 적용되
며, 다른 응시자들에게는 원래대로 구술 방식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간접차별은 (특정) 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집단이 문제의 규정, 기준,
관행 등에 의해 다른 집단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 확립되어야 성립된다. 간
접차별의 중지는 그렇듯 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집단에 대해 집단적인 불이익을 끼치
는 문제의 규정, 기준, 관행 등을 제거하는 것인바, 따라서 그것은 해당 집단의 불이
익을 해소한다. 이와는 달리 정당한 편의는 그러한 집단적 불이익에 대한 평가를 요
하지 않고 대신 장애를 가진 개인이 비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는 문제의 기준이나 규
정, 기준, 관행 등으로 인해 겪는 개인적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구성되어 해당 개인
에게 제공된다. 가령, 정당한 편의로서 의사소통 조력인은 이를 요청한 응시자 개인
의 권리를 구제한다.21) 한편, 위에서 논의한 대로 5가지 면접시험 평정요소들 중 ʻ의

21)

위 책 pp. 155-158 참고.
물론,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부담 기관이 특정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해 어떤 정당한 편의 조치를 제도화한다면, 이는
향후 해당 장애를 가진 모든 개인 집단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도 있다. 가령, 국가자격시험에서 요구되는 공인영어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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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ʼ과 ʻ예의·품행 및 성실성ʼ이라는 평정요소의 적용이 장애
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응시자에게 간접차별이라 판단하여 이를 면접
시험 평정요소에서 제거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그와 같은 장애를 가진 응시자 집단
의 일할 권리를 증진한다.

Ⅲ. 결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86 사건의 쟁점 사안은 장애차별에서 비교 대상, 정당
한 편의와 간접차별 간의 관계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쟁점 사안은 아니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당한 편의의 신청 시점과 그
신청 이후 정당한 편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 절차에 대한 사안도 논의할 기회를 준
다. 그 밖에 이 사건에는 시험 불합격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의 취소의 사유로서 정당
한 편의의 미제공이라는 절차적 하자를 검토할 때 그 하자가 당해 처분에 미치는 효
과도 검토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안도 담겨 있다. 이 글은 이 사안들이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효과적 운용과 관련된 것이라는 판단에서 검토했다. 위에서 검토한 내용
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뇌병변장애를 가진 면접시험 응시자가 정당한 편의로서 신청
한 의사소통 조력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유로 피고가 제시한 ʻ당초에 의사소통이 가
능하다고 하고서는 뒤늦게 의사소통 조력인을 신청한 점ʼ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것이 판례로 확립되려면, 시험에서 어떤 정당한 편의가 필요한지 정확
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관련 정보에 접하면 신청한 편의를 변경할 수밖에
없어 그 변경이 허용되어야 하며, 심지어 시험 당일에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거가 필요하다. 또한 재판부가
다루지는 않았으나, 적절한 편의를 도출하기 위한 편의 제공 의무 부담 기관과 장애
인 간의 비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판례 등을 통해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그것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된다

험점수를 평가할 때 청각장애를 가진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의 듣기 분야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조치는 일종
의 정당한 편의 조치로 해당 청각장애를 가진 응시자 전원의 권리를 증진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당한 편의의 혜택은 분명 장애인 개인을 넘어서서 장애인 집단에게로 확장될 수 있다. Emmanuelle Bribosia
and Isabelle Rorive(2013). Reasonable accommodation beyond disability in Europe?, European Network of Legal
Experts in the Non-discrimination field,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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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련 판례 등을 따라 정당한 편의 미제공이라는 절차적 하자가 불합격 처분에 미
친 효과를 고찰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당한 편의 제공은 여느 행정절차와는 달리 그
안에 관련 처분에 대한 당해 절차의 효과를 분명하게 규정해 놓은바, 그 효과를, 즉
정당한 편의 미제공이 불합격 처분에 미친 효과를 형식적으로라도 고찰하는 것이 적
절하다. 나아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의 효과들은 그 경중을 비교할 수 있
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수 있다.
장애인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차별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
의 판단은 정당한 편의에는 맞지 않는다. 동법의 직접차별 정의에서 ʻʻ장애를 사유로ʼ
ʼ는 장애가 불리한 대우의 결정 요인임을 말하는바, ʻ장애ʼ가 특정 유형의 장애나 특
정 정도의 장애가 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다. 만약 그것이 특정 유형의 장
애라면 그 비교 대상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개인 및 비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
리고 동법에 정의된 간접차별은 장애 중립적인 기준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
래하는 경우다. 여기서 어떤 기준은 특정 유형의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 타 유형의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 비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바, 그 간접차별의 비교 대상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정당한 편의의 법적 정의는 비장애인을 정당한 편의 제공 차별의 비교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편의 법리가 사회의 제반 제도적․물리적 환경이
비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장
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견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는 비장애인이 원천적으로 응시할 수 없어 비교 대상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법리상 가상적 비장애인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재판부는 시험시간 연장을 간접차별로 접근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
았다. 허나 그 두 법리 간의 관계에 대해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장애차별시정기
구들조차 혼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차별 법리의 중요한 차이는 시정 조치에서의
차이다. 어떤 기준 등의 적용이 간접차별로 결정되면 그 시정 조치는 문제된 기준의
전면 폐기나 변경이며 변경된 기준은 과거 기준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개인들이
나 그렇지 않았던 개인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라는 시정 조치는 어떤 기준 등이 특정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면 해당 장애인
에 대해서만 해당 기준 등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타인들은 변경되지 않은 기
준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따라서 특정 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시험
시간 연장은 정당한 편의이지 간접차별의 시정조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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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재판부는 쟁점인 비교 대상 문제를 추상적으로 다루었고
정당한 편의와 간접차별의 관계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이는 어쩌면 이 사건이 행정
소송 사건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장애차별 사건을 장애차별시
정기구에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장애차별시정기구가 장애차별을 철폐하는 데 효과적
인 결정을 내리려면 좀 더 심도 있는 판결과 판례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이 글에
서 다룬 사건처럼 채용과 관련한 장애차별 사건은 민사소송보다는 행정소송으로 더
많이 다루어질 소지도 있는바, 채용에서 장애차별을 금지하는 데 기여하는 판례가
행정소송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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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 Judicial Decision on Refusing a
Communication Assistant to a Person with Brain Lesion
Disorder in a Hiring Interview

Choi, Seung Chol
Former Senior Researcher,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An administrative suit for a decision of failure in a hiring exam covers issues on comparator
in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timate accommodation and indirect
discrimination. It also gives us the opportunity for studying issues including the timing of asking
for a legitimate accommodation and the consultation process for searching for a legitimate accommodation needed for a person with disability In this paper, I discuss these issues, some of which
the court of this case wrongly dealt with, and the other which it did not dealt with, recognizing
their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nforce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ARPDA).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below.
The court's ruling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comparators in respec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is wrong in the context of legitimate accommodation, where the comparator of a person with disability is only a person without disability. However, that does not mean that the provision of the ARPDA on legitimate accommodation is not applied to hiring exams which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only eligible for. It is because a hypothetical person without disability can be
the comparator in the case of legitimate accommodation.
The defendant's filing of a charge of indirect discrimination with regard to refusal of an extension of testing time--the court of this case did not deal with and certain courts seem to agree
to--is irrelevant because of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indirect discrimination and legitimate
accommodation. The remedy for indirect discrimination is the measure of the removal and sweeping revision of a discriminatory provision, criteria or practice(PCP), and individuals being either
disadvantaged or not disadvantaged by the previous discriminatory PCP are all put under th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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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l measure. In contrast, the legitimate accommodation is the measure to modify a PCP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ly, thereby disadvantag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comparison with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in order to neutralize their disadvantages due to that PCP. The modified PCP is applied only to the disadvantag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ile the original PCP is still applied to others.
￭ key words :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legitimate accommod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comparator in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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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전국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현행 재활서비스 이용료 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지난
2011년 자료와 비교・검토하는 동시에 장애인복지관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재활서비스 이용료 차
이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211개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서비스 이용료 자료를
수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각 장애인복지관별로 단위사업별 이용료 수준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향후 적정이용료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재정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과 적정이용료
산출을 위한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하였다. 첫째,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 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ʻ이용 부담금ʼ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둘째,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수입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활용
하거나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강사나 운영비를 지원받
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적정이용료를 산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이용료

* 이 연구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지원으로 연구된 『2018년도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이용료 현황 분석』(김두영
외, 2018)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kdy205@dankook.ac.kr)
*** 교신저자 (jupiter0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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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을 주된 목적으로 「장애인복지

법」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1982년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된 이후, 35년 동안 연평균 6.6개씩 증가하여 현재 전국에 228개(2017년 11월 2
일 기준)의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김두영, 2018), 장애인복지를 위한 상
담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재가복지 등에 관한 서비스
들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박광옥, 전주혜, 박용민, 정
현주, 황주희, 박희찬, 2012). 특히 최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
화되고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서 장애
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장애성인들의 학교 졸업 이후 진로를 계발하고, 지역사회 전환
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인기 삶에서의 교육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김두영, 이상진, 김호연, 2018).
평생교육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복직관이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재활 인프라, 운
영 인력, 재정자원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박광옥 외, 2012).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에
서나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들도 생존과 유지, 목적 추구를 위해 다양한 자원들
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재정자원은 대표적인 필수 자원으로, 재정자원의 안정
적인 확보는 그 조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인력을 비롯한 여타 자원들의 확보가 용이할 것임을 예측케 하는 것이기도 하
다(김영종, 2002). 따라서 재정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모든 장애인복지관들에게 언
제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수입을 통한 재원이 점차 비중 있는 수입
원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최재성, 신동천, 최영광, 이종길, 조미형, 2011). 우
리나라의 복지정책도 정부의 역할 축소, 시장기능 강화라는 추세에 따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조직들의 규모는 점점 축소되는 반면, 생산성은 엄격
히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 조직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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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해 가며 새로운 자원의 개발 즉, 수익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활성화해야 할 책무가 가중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시장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비영리조직들은 수입의 10~40%를 사명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중심
적 서비스와 재활에 이용료를 부과해서 얻고 있다(김혜숙, 2008). 이는 그들의 사명
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변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하여 소
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용료 수입은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비영리조직
에게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공하므로 본래의 사명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으며, 후원자 기반을 확대하고 조직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조직이 돈을 버는
데에만 치중하게 될 때, ʻ사명 표류ʼ에 빠져 결과적으로 비영리조직의 명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김혜숙, 2008).
따라서 적정한 이용료를 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복
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이용료 징수와 관련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용료 수준의 결정 근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는 ʻ전국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적정이용
료 책정기준 개발ʼ 연구(최재성 외, 2011)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위탁하여
수행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를 참고하거나 타 지자체의 사례
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최재성 외, 2011)는 비록 과학
적인 원가분석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나 현실성 측면에
서 참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단종복지관을 제외한 종합복지관만을 대상으로 하였
고, 그 중에서도 40개소(29.0%)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
성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연구는 가능한 한 모든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현행 재활서비스 이용료
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가장 최근에 수행된 전국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적정이용
료 책정기준 개발 연구(최재성 외, 2011)와 비교・검토하는 동시에 장애인복지관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재활서비스 이용료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전국의 장
애인복지관이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재활서비스 이용료 수준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이며,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의 특
성을 고려한 적정이용료 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을 각인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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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
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장애인복지관 상담·사례관리 사업의 평균 이용료 및 기관 특성에 따른 이
용료 차이는 어떠하며, 2011년 평균 이용료와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복지관 기능강화지원 사업의 평균 이용료 및 기관 특성에 따른 이용
료 차이는 어떠하며, 2011년 평균 이용료와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 사업의 평균 이용료 및 기관 특성에 따른 이용료 차
이는 어떠하며, 2011년 평균 이용료와의 차이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은 관할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증진
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 중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보건복지부, 2018)은 크게 상
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활동지원, 직업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평생교육지원, 사회서비스지원,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담·사례관리 사업에는 사례 발굴, 접수 및 사정, 개입
계획, 개입, 지역회의 등의 사업이 있고, 기능강화지원 사업에는 운동·지각 향상,
의사소통 향상, 학습능력 향상, 사회적응력 향상 등의 사업이 있으며, 장애인가족지
원 사업으로는 상담 및 교육, 가족기능 강화, 양육지원,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장애
인 무료급식 사업 등이 있고,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활동지원 사업에는 역량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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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참여활동지원, 권익옹호, 정보제공, 수어 관련 사업 등이 있으며, 직업지원
사업으로는 직업상담 및 평가, 전환교육,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사업체 개발
및 관리 사업 등이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는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 조성, 주민조직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 등이 있고, 평생교육지원 사업으로는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교육, 문화예술 및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사업 등
이 있으며, 사회서비스지원 사업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
이 있고,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사업으로는 총무, 기획, 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
사업 등이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주요사업의 범위는 매우 광
범위하며, 각 기관들이 이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실제
로 장애인복지관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복지관의 재정자원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보조금,
후원금, 민간 사업비 보조금, 서비스 이용료, 수익금, 기타 전입금 등의 재정 지원에
접근할 수 있다. 정부보조금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형태를 말하고, 후원
금은 개인이나 기업 등이 복지관에 직접 자원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하며, 민간 사업
비 보조금은 공동모금회나 복지재단 등을 통해 지원되는 형태를 말하고, 서비스 이
용료는 복지관이 스스로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확보하는 형태를 말하며, 수
익금은 서비스 이외의 다른 수익 사업이나 행사를 통해 확보하는 형태를 말하고, 기
타 전입금은 기타 자산 확보를 통해 확보하는 형태를 말한다.
장애인복지관은 공공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 정부 보조금의 재
원에 많이 의존해 왔으며, OECD 주요 국가들의 복지 서비스 재정지출 구조를 고려
하면, 앞으로도 사회복지분야의 정부 재정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
망된다(이재원 외, 2007).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 보조금 중심의
재원 공급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예산구조가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에 어려움
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김종인, 조성열, 2001; 변경희, 2010; 윤상용,
이민경, 2010; 이선우, 2005; 조정아, 이혜은, 2005; 최재성, 2005).
장애인복지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인 정부 보조금 지원방식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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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기관의 상이한 서비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동일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다양한 사업개발을 유도하
지 못하여 중복서비스 제공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 또한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점증적으로 책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단위서
비스 비용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기준을 통한 적정한 예산 확보와 투여
하는 공적재원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관리가 미비한 상황이다(이선우, 2005; 최재
성, 2005). 또한 정부의 보조금은 사용에 있어 많은 제한과 규제를 받게 되어 자율
성을 상실할 취약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의 감소나 지원형태의 변
화 등에 영향을 받기 쉽다(김혜숙, 2008). 비록 정부 보조금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목적 사업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서비스들은 여전히 불충분한 서비스 자원 하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김영종,
2002).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후원, 투자, 이용료 수입 및 상업적 수익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의 이용료 수입 및 기타 수익사업
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용료 수입을 통한 재원의 확보
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수익성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어 왔으며,
비소득 혹은 저소득 빈곤층이 주된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복지관들의 경우에는 실
행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김영종, 2002). 또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거나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용을 제
한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사용과 세입 창출 사이에서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김혜
숙,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료는 장애인복지관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재
원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
용료의 가격은 첫째, 시장경제에서 그들을 가장 잘 평가하는 고객들에게 부족한 재
화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돕는 긍정적 배급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둘째, 서비스 가격에 가중치를 관련시킴으로써 사명을 능동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으
며, 셋째, ʻ자선ʼ과 관련된 낙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넷째, 가격은 장
애인복지관이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게 하므로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
게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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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서비스 이용료 현황과 기관 특성에 따른 이용료 차
이를 분석하고 이를 과거 자료와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전국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
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재활서비스 이용료 수준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이용료를 빠짐없이 조사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이 연구는 10명의 조사원들에게 각자 데이터를 수합할 장애인복지관을 할당
하여 조사를 의뢰하고 데이터 수합을 독려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장애인복지관들이 조
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230개 장애인복지관(2018년 7월 현
재) 중 212개(91.7%) 장애인복지관에서 조사에 응해 왔고, 이 중 답변이 불성실하다
고 판단된 1개 기관의 데이터를 제외한 211개 기관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211개 기관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장애인복지관의 특성
구분

운영주체

기관형태

소재지

직원 규모

영역

N

%

국가·지자체

11

5.2

위탁받은 법인

158

74.9

법인 직영

42

19.9

단종

37

17.5

종합

174

82.5

수도권

88

41.7

충청권

32

15.2

호남권

34

16.1

영남권

46

21.8

강원·제주권

11

5.2

30명 이하

92

43.6

31~50명 미만

78

37.0

50명 이상

41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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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시화 정도

영역

N

%

대도시

95

45.0

중·소도시

68

32.2

농·산·어촌

48

22.7

211

100.0

전체

이들 211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4,862개의 재활서비스 사업 중 이용료나 이용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 351개와 본 연구 대상이 아닌 사업 870개를 제외한
3,641개 재활서비스 사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 분석 대상 데이터는
상담·사례관리 사업 1,027개, 기능강화지원 사업 1,475개, 직업지원 사업 1,139개
로, 총 3,641개의 프로그램이다.

2. 조사 내용 및 절차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주요사업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
며, 각 기관들이 이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
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이용료와 관련된 선행연구(변용찬 외, 2005; 최재성 외,
2011)와 전국 장애인복지관 편람, 그리고 기타 장애인복지관 사업관련 보고서를 참
고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재활 서비스 영역을 3개 영역으로 정리하여 1차 조사표를 제
작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실무자가 조사표를 작성함에 있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
는 사업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조사 범위를 이용료 현황 파악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최대한 공통 사업의 범위 내에서 추가·삭제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2>
와 같은 최종 조사표를 제작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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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현황 조사 내용
대영역

중영역
접수 및 상담

상담·사례
관리

기능강화
지원

진단평가

Ÿ 접수면접/상담
Ÿ
Ÿ
Ÿ
Ÿ

사회진단/평가
언어진단/평가
심리진단/평가
인지진단/평가

Ÿ 재접수/재진
Ÿ 의료진단/평가
Ÿ 작업진단/평가
Ÿ 교육진단/평가

운동·지각 향상

Ÿ 운동발달(물리치료)
Ÿ 수중운동
Ÿ 운동통증치료

Ÿ 작업활동(작업치료)
Ÿ 감각통합활동

학습능력 향상

Ÿ 언어활동(언어치료)
Ÿ 특수교육

Ÿ 인지치료

사회적응력 향상

Ÿ 놀이활동(놀이치료)
Ÿ 미술활동(미술치료)
Ÿ 특수체육(운동치료)

Ÿ 음악활동(음악치료)
Ÿ 심리운동(심리치료)

Ÿ 직업평가

Ÿ 전환교육

Ÿ 직업적응훈련
Ÿ 현장훈련

Ÿ 직업공과(전문)훈련
Ÿ 지원고용

직업준비
직업지원

단위사업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 훈련

조사표는 엑셀 파일로 제작하였으며, 기본 정보,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직업지원 등 모두 4개의 시트(sheet)로 구성하였다. 1시트는 기본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 정보(응답자의 이름, 부서, 연락처), 기관 개황(복지관명, 운영주체,
기관형태, 기관 권역, 도시화 정도), 직원 규모(남직원 수, 여직원 수, 직원 총합)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2~4시트는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직업지원 등
3개 사업 영역별 단위사업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2018년 7월 9일 현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원 230개 기관 전체를 대상
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8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
였다. 조사 기간 중 조사원들이 담당 기관에 전화와 문자로 조사 협조를 구하였으
며, 지속적으로 조사 참여를 독려하였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합된 자료는 SPSS version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문항에 따라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
석은 Scheffe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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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상담·사례관리 서비스의 이용료 현황
1) 상담·사례관리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현황
상담·사례관리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평균 이용료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상담·사례관리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현황
(단위 : 원)

분야

단위사업 (N)

기준시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SD)

접수 및
상담

접수면접/상담 (179)

30분

0

13,500

282

1,324

재접수/재진 (120)

30분

0

12,000

599

1,767

사회진단/평가 (135)

30분

0

10,000

1,045

2,083

의료진단/평가 (114)

30분

0

15,000

3,693

3,208

언어진단/평가 (133)

30분

0

30,000

5,178

4,747

작업진단/평가 (103)

30분

0

15,000

3,667

3,001

심리진단/평가 (90)

30분

0

15,000

4,520

2,991

교육진단/평가 (87)

30분

0

15,000

4,520

2,991

인지진단/평가 (46)

30분

0

22,500

5,136

4,133

진단평가

표를 살펴보면, 상담·사례관리 서비스 중 언어진단/평가 사업의 평균 이용료가
5,178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의 인지진단/평가 사업이 5,136원, 심리진단/평가 사
업과 교육진단/평가 사업이 각각 4,520원, 의료진단/평가 사업이 3,693원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2) 기관 특성에 따른 상담·사례관리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1) 기관 특성에 따른 ʻ접수 및 상담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변화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접수 및 상담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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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관 특성에 따른 ʻ접수 및 상담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단위 : 원)

영역

운영주체

기관형태

소재지

직원규모

도시화 정도



구분

접수면접/상담 [M (SD)]

재접수/재진 [M (SD)]

국가·지자체

0 (0)

0 (0)

위탁받은 법인

317 (1.449)

633 (1,880)

법인 직영

202 (796)

541 (1,255)

F-value

.285

.255

단종

144 (735)

422 (1,160)

종합

306 (1,400)

626 (1,845)

t-value

-.576

-.429

수도권

541 (1,899)

1,007 (2,377)

충청권

0 (0)

125 (559)

호남권

0 (0)

313 (1,250)

영남권

125 (551)

404 (1,200)

강원·제주권

625 (1,767)

250 (612)

F-value

1.653

1.308

30명 이하

84 (432)

180 (653)

31~50명 미만

322 (1,775)

495 (1,907)

50명 이상

662 (1,539)

1,979 (2,618)

F-value

2.282

대도시

451 (1,725)

990 (2,346)

중·소도시

242 (1,088)

458 (1,343)

농·산·어촌

0 (0)

86 (464)

F-value

1.636

2.696

***

8.165

  

표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의 직원 규모에 따라 재접수/재진 사업의 이용료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직원이
50명 미만인 기관에 비해 50명 이상인 기관의 이용료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2) 기관 특성에 따른 ʻ진단평가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진단평가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를 분
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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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사회진단/평가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직원규모와 도시화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직원규모별로는 직원이 50명 미만인
기관에 비해 50명 이상인 기관의 사회진단/평가 이용료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
고, 도시화 정도별로는 대도시의 이용료가 농·산·어촌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 기관 특성에 따른 ʻ진단평가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단위 : 원)

영역

운영
주체

기관
형태

소재지

직원
규모

구분

사회
M (SD)

의료
M (SD)

언어
M (SD)

작업
M (SD)

심리
M (SD)

교육
M (SD)

인지
M (SD)

국가·지자체

536
(1,417)

3,833
(4,082)

7,698
(9,238)

3,000
(2,915)

2,306
(1,973)

2,375
(2,023)

6,250
(1,768)

위탁받은 법인

945
(1,842)

3,642
(3,108)

4,717
(3,973)

3,581
(2,930)

4,419
(2,951)

3,212
(2,847)

4,513
(3,305)

법인 직영

1,625
(3,015)

3,953
(3,678)

6,219
(5,459)

4,198
(3,363)

5,508
(3,066)

4,633
(3,004)

7,656
(6,717)

F-value

1.264

.066

2.241

.488

2.891

2.218

2.061

단종

500
(1,323)

4,143
(3,934)

8,077
(8,996)

3,129
(3,063)

4,125
(3,215)

3,167
(3,391)

5,000
(5,000)

종합

1,123
(2,164)

3,664
(3,175)

4,837
(3,896)

3,705
(3,009)

4,559
(2,986)

3,481
(2,836)

5,145
(4,136)

t-value

-1.650

.381

1.333

-.438

-.389

-.308

-.058

수도권

1,202
(2,124)

5,150
(3,717)

7,117
(5,140)

4,535
(3,665)

5,488
(3,451)

4,032
(2,774)

6,091
(5,138)

충청권

1,848
(2,726)

2,671
(1,908)

3,333
(1,838)

3,064
(2,022)

4,041
(2,112)

2,664
(2,195)

4,108
(2,374)

호남권

400
(1,273)

1,838
(2,069)

2,868
(2,125)

2,172
(1,905)

3,358
(1,882)

3,781
(4,138)

2,133
(2,013)

영남권

846
(1,984)

3,346
(2,895)

4,501
(5,198)

3,750
(2,378)

4,268
(2,961)

2,923
(2,758)

5,528
(3,212)

강원·제주권

0
(0)

2,679
(2,095)

2,125
(1,759)

1,964
(2,023)

1,250
(1,768)

2,250
(1,658)

2,500
(0)

F-value

1.940

5.022

2.551

*

2.357

1.072

1.075

30명 이하

482
(1,205)

3,064
(3,290)

4,896
(5,005)

3,490
(3,399)

3,500
(3,057)

2,996
(3,594)

5,567
(3,462)

31~50명 미만

1,089
(1,873)

4,256
(3,154)

5,665
(5,020)

3,696
(2,863)

5,009
(3,103)

3,402
(2,487)

4,937
(4,894)

50명 이상

2,408
(3,393)

3,827
(3,012)

4,610
(3,169)

4,063
(2,268)

4,577
(2,329)

4,173
(2,276)

4,679
(2,688)

**

***

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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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분
F-value

도시화
정도

***

7.806

의료
M (SD)

언어
M (SD)

작업
M (SD)

심리
M (SD)

교육
M (SD)

인지
M (SD)

1.681

.549

.212

2.089

1.044

.187

대도시

1,165
(2,392)

4,669
(3,750)

6,420
(5,889)

4,614
(3,139)

5,227
(3,352)

3,618
(2,811)

6,159
(5,102)

중·소도시

1,580
(2,142)

3,324
(2,280)

4,427
(2,520)

3,065
(2,212)

4,520
(2,522)

4,266
(3,052)

4,958
(2,865)

농·산·어촌

54
(299)

2,563
(3,062)

3,584
(3,857)

2,698
(3,431)

2,713
(2,169)

1,717
(1,977)

2,675
(1,965)

F-value


사회
M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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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9



*

4.249

*

4.460

*

4.348

*

4.370

**

4.957

2.222

  

둘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의료진단/평가ʼ, ʻ언어진단/평가ʼ, ʻ작업진
단/평가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기관의 소재지와 도시화 정
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관의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의 의료진단/평가 사업의 이용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화 정도별로는 대도시의 이용료
가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심리진단/평가ʼ, ʻ교육진단/평가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도시화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
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가 농·산·어촌 지역의 복지관에 비해 이용료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인지진단/평가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
석한 결과, 모든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상담·사례관리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변화
이 연구는 전국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의 이용료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지난
2011년 수행된 「전국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적정이용료 책정기준 개발」(최재
성 외, 2011) 연구에서 제시된 이용료와 비교하여 증감률을 분석하였다. 2011년 자
료의 경우 조사 대상 기관이 40개 기관으로 한정적이고, 종합복지관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직접 비교하기에 무리가 다소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1년 자료
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현황을 조사한 가장 최근의 연구이고 현재에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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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료 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료 변
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상담·사례관리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를 2011년 자료(최재성 외,
2011)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장애인복지관의 2018년 ʻ접
수면접/상담ʼ 사업과 ʻ재접수/재진ʼ 사업 모두 2011년에 비해 이용료가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접수/재진 사업의 이용료 자료의 경우 2011년 1개 기관만을 대
상으로 하여 단순히 2018년에 비해 이용료가 90%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무리가
따르기는 하나, 2018년 자료에서 표준편차가 매우 큰 것을 감안해 볼 때, 최근 많은
장애인복지관에서 ʻ접수 및 상담ʼ 분야의 단위사업을 무료로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
다. ʻ진단평가ʼ 분야의 경우 언어진단/평가 사업과 작업진단/평가 사업의 경우 2011
년에 비해 이용료가 각각 9%, 15% 증가한 반면, 사회진단/평가 사업은 –75%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의료진단/평가, 심리진단/평가, 교육진단/평가 사업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상담·사례관리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변화
(단위 : 원)

2011년

2018년

분야

단위사업

기준
시간

M

SD

M

SD

접수 및
상담

접수면접/상담

30분

2,833

1,047

283

1,324

-90%

진단평가

증감율

재접수/재진

20분

4,000

0

399

1,178

-90%

사회진단/평가

30분

4,100

1,983

1,045

2,083

-75%

의료진단/평가

60분

8,764

6,226

7,386

6,416

-16%

언어진단/평가

30분

4,752

4,367

5,178

4,747

+9%

작업진단/평가

30분

3,193

1,966

3,667

3,001

+15%

심리진단/평가

60분

9,855

6,542

9,040

5,982

-8%

교육진단/평가

60분

7,420

3,953

6,896

5,754

-7%

※ 인지진단/평가 사업은 2011년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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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강화지원 서비스의 이용료 현황
1) 기능강화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현황
기능강화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평균 이용료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기능강화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현황
(단위 : 원)

분야

운동·지각
향상

학습능력
향상

사회적응력
향상

단위사업 (N)

기준시간

최솟값

최댓값

평균 (M)

표준편차 (SD)

운동발달 (187)

30분

0

30,000

5,488

3,259

작업활동 (163)

30분

0

20,000

5,877

2,629

수중운동 (59)

30분

0

18,000

7,389

4,088

감각통합활동 (105)

30분

0

22,500

8,383

4,501

운동통증치료 (36)

30분

0

10,000

1,727

2,708

언어활동 (268)

30분

0

33,000

7,930

5,196

인지치료 (79)

30분

0

63,750

10,466

8,288

특수교육 (91)

30분

0

12,000

5,233

2,393

놀이활동 (105)

30분

0

33,000

8,819

5,630

음악활동 (93)

30분

0

22,500

10,600

5,929

미술활동 (96)

30분

0

33,000

9,758

7,139

심리운동 (42)

30분

0

20,625

8,955

5,838

특수체육 (49)

30분

0

30,000

6,645

5,730

기능강화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30분당 이용료를 살펴보면, 인지치료 사업의
이용료가 평균 10.466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악활동 10,600원, 미술활동 9,758
원, 심리운동 8,955원, 놀이활동 8,819원, 감각통합활동 8,383원, 언어활동 7,930
원, 수중운동 7,389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ʻ운동·지각 향상ʼ 분야에서는 감각통
합활동 사업의 이용료가 가장 높았고, ʻ학습능력 향상ʼ 분야에서는 인지치료 사업의
이용료가 가장 높았으며, ʻ사회적응력 향상ʼ 분야에서는 음악활동의 평균 이용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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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특성에 따른 기능강화지원 서비스의 이용료 차이
(1) 기관 특성에 따른 ʻ운동·지각 향상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운동·지각 향상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운동발달(물리치료)ʼ 사업의 이용료 차이
를 분석한 결과, 기관 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복지관 이용료가 강원·제주권
지역의 복지관 이용료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작업활동(작업치료)ʼ 사업의 이용료 차이
를 분석한 결과, 기관 소재지와 도시화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관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지역의 이용료가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권 지역의 이용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화 정도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의 이용료가 농·산·어촌
지역의 이용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수중운동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관 형태에 따라 종합복지관의 이용료가 단종복지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원 규모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1명 이상의 직원 규모를 가진 복지관의 이용료가 30명 이하의 직원
규모를 가진 복지관에 비해 이용료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감각통합활동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
석한 결과, 기관 형태에 따라 종합복지관의 이용료가 단종복지관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기관 소재지와 도시화 정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이용료가 충청권과 강
원·제주권 지역의 이용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화 정도별로는 대도시
와 중·소도시 지역의 이용료가 농·산·어촌 지역의 이용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섯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운동통증치료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원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
를 다시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집단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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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관 특성에 따른 ʻ운동·지각 향상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단위 : 원)

구분

운동발달
M (SD)

작업활동
M (SD)

수중운동
M (SD)

감각통합
M (SD)

통증치료
M (SD)

국가·지자체

5,406 (891)

5,139 (1,714)

12,000 (-)

5,875 (3,005)

- (-)

위탁받은 법인

5,420 (3,490)

5,824 (2,795)

7,565 (4,014)

8,122 (4,533)

1,791 (2,771)

법인 직영

5,844 (2,068)

6,334 (2,040)

2,607 (1,954)

9,568 (4,395)

643 (909)

F-value

.211

.815

2.922

1.213

.577

단종

4,838 (1,839)

6,125 (3,051)

1.833 (688)

13,018 (6,255)

929 (811)

종합

5,553 (3,364)

5,861 (2,610)

7.686 (3.979)

8,051 (4,200)

1,800 (2,813)

영역

운영
주체

기관
형태

도시화
정도

-.862

.307

-2.526

2.920

-.528

수도권

6,239 (2,089)

7,145 (2,562)

8,053 (3,382)

9,753 (3,950)

2,629 (3,290)

충청권

5,009 (2,718)

4,691 (2,229)

8,625 (5,084)

4,150 (1,767)

800 (1,386)

호남권

4,751 (4,557)

3,643 (1,930)

3,393 (2,768)

9,196 (6,607)

919 (1,543)

영남권

5,189 (4,443)

5,120 (1,378)

7,475 (5,492)

8,752 (4,853)

2,011 (3,106)

강원·제주권

3,481 (1,398)

3,533 (1,409)

5,938 (2,210)

4,471 (1,525)

0 (0)

*

***

***

F-value

2.637

30명 이하

5,217 (3,460)

5,579 (2,765)

3,214 (4,214)

7,644 (4,219)

838 (1,208)

31~50명 미만

5,500 (3,646)

5,698 (2,076)

7,796 (3,262)

8,476 (4,584)

3,245 (4,123)

50명 이상

5,893 (2,038)

6,559 (3,189)

8,130 (4,351)

9,148 (4,727)

2,821 (3,045)

16.212

2.284

.761

.575

1.896

4.721

.926

3.529*

대도시

5,971 (1,974)

6,432 (2,201)

7,896 (4,573)

9,036 (4,157)

2,202 (3,061)

중·소도시

5,340 (3,778)

5,763 (2,681)

7,612 (3,520)

8,464 (4,943)

3,133 (3,526)

농·산·어촌

4,658 (4,353)

4,205 (3,214)

4,757 (4,031)

4,275 (2,323)

609 (1,245)

  



  

2.262


  

**

6.710

**

7.578

F-value

F-value


**

t-value

소재지

직원
규모

**

1.718

**

5.169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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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특성에 따른 ʻ학습능력 향상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학습능력 향상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언어활동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관 소재지와 도시화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관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지역
의 이용료가 강원·제주권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화 정도별로는
대도시의 이용료가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의 이용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인지치료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관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단종복지관의 인
지치료 이용료가 종합복지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원 규모에 따라서도 통계적으
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특수교육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관 소재지와 도시화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관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지역
의 이용료가 호남권 및 강원·제주권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화 정
도별로는 대도시의 이용료가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의 이용료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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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관 특성에 따른 ʻ학습능력 향상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단위 : 원)

구분

언어활동
M (SD)

인지치료
M (SD)

특수교육
M (SD)

국가·지자체

6,143 (2,690)

3,750 (-)

3,802 (1,550)

위탁받은 법인

7,755 (5,286)

10,369 (9,001)

5,216 (2,352)

법인 직영

9,045 (5,208)

11,083 (6,011)

6,129 (2,797)

F-value

2.204

.382

1.881

단종

8,689 (4,486)

17,454 (17,166)

5,767 (1,759)

종합

7,809 (5,300)

9,453 (5,619)

5,202 (2,429)

영역

운영
주체

기관
형태

t-value

.956

2.995

.510

수도권

9,494 (4,349)

11,658 (9,378)

6,755 (2,283)

충청권

6,412 (5,241)

8,650 (3,914)

4,441 (2,352)

호남권

6,891 (7,820)

9,521 (7,254)

4,028 (2,074)

영남권

6,704 (4,619)

7,582 (5,514)

4,316 (1,392)

강원·제주권

3,783 (1,397)

7,110 (2,755)

3,713 (1,130)

.812

8.124***

소재지

F-value

직원
규모

도시화
정도

***

7.601

30명 이하

7,522 (5,848)

9,265 (4,536)

4,459 (1,505)

31~50명 미만

7,504 (4,312)

8,700 (5,502)

5,663 (2,576)

50명 이상

9,235 (5,275)

13,995 (12,378)

5,386 (2,700)

*

F-value

2.741

3.345

2.062

대도시

9,022 (4,566)

12,598 (10,164)

6,495 (2,601)

중·소도시

6,850 (4,341)

8,469 (5,560)

4,293 (1,567)

농·산·어촌

6,915 (7,676)

8,106 (4,386)

3,135 (854)

2.664

15.041***

F-value


**

  



  

**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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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특성에 따른 ʻ사회적응력 향상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사회적응력 향상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10>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놀이활동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관 소재지와 도시화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호남권 지역의 이용료가 강원·
제주권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화 정도별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표 10> 기관 특성에 따른 ʻ사회적응력 향상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단위 : 원)

구분

놀이활동
M (SD)

음악활동
M (SD)

미술활동
M (SD)

심리운동
M (SD)

특수체육
M (SD)

국가·지자체

8,438 (2,240)

7,000 (5,339)

1,679 (2,173)

7,200 (3,883)

0 (-)

영역

운영
주체

위탁받은 법인

8,476 (5,545)

9,849 (5,752)

10,763 (7,284)

8,934 (6,335)

7,042 (6,293)

법인 직영

10,379 (6,387)

13,801 (5,495)

9,589 (7,189)

10,125 (5,168)

6,155 (4,080)

기관
형태

도시화
정도

F-value

.890

5.285

5.588

.375

.798

단종

6,330 (5,589)

13,532 (6,426)

8,682 (8,853)

12,500 (4,583)

5,098 (5,862)

종합

9,140 (5,584)

10,036 (5,700)

9,990 (6,759)

8,681 (5,882)

6,947 (5,729)

*

-1.640

2.132

-.683

1.094

-.832

수도권

10,032 (5,085)

11,373 (5,593)

12,029 (6,102)

9,513 (4,641)

7,388 (5,823)

충청권

6,770 (4,388)

5,088 (3,756)

5,150 (3,587)

4,364 (3,906)

6,875 (4,419)

호남권

12,450 (12,668)

6,492 (8,929)

9,000 (10,534)

10,758 (7,304)

1,500 (2,121)

영남권

5,907 (3,827)

12,204 (3,331)

7,965 (6,704)

12,046 (6,559)

2,667 (4,346)

강원·제주권

1,875 (2,652)

18,000 (-)

11,000 (9,899)

6,000 (-)

-

**

**

*

*

F-value

4.195

4.061

3.291

2.932

1.627

30명 이하

8,984 (7,618)

9,113 (6,565)

8,650 (8,306)

9,696 (6,081)

2,700 (3,855)

31~50명 미만

8,546 (4,710)

9,892 (5,078)

8,078 (5,110)

7,941 (6,031)

6,541 (4,127)

50명 이상

9,105 (5,519)

13,109 (5,831)

13,534 (6,742)

9,441 (5,592)

8,826 (8,092)

*

**

F-value

.109

3.758

5.526

.384

2.888

대도시

10,078 (5,291)

12,385 (5,718)

11,795 (6,188)

9,487 (6,051)

7,448 (6,016)

중·소도시

6,521 (3,835)

8,505 (3,844)

7,915 (6,540)

9,985 (5,633)

6,439 (5,002)

농·산·어촌

10,500 (11,432)

5,304 (9,136)

6,226 (8,877)

2,923 (1,078)

1,800 (2,683)

F-value


**

t-value

소재지

직원
규모

**

  



  

**

5.401


  

***

8.356

**

5.599

*

3.4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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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음악활동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운영주체, 기관 형태, 기관 소재지, 직원 규모, 도시화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
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운영주체별로는 법인 직영 복지관의 이용료가 국가
및 지자체 복지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기관 형태별로는 단종복지관의 이용교가
종합복지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 소재지별로는 충청권과 호남권의 이용료
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직원 규모별로는 50명 이상 복지관의 이용료가
30명 이하 복지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도시화 정도별로는 대도시의 이용료가
농·산·어촌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미술활동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운영주체, 기관 소재지, 직원 규모, 도시화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운영주체별로는 법
인 직영 및 위탁받은 법인의 이용료가 국가 및 지자체 소속 복지관에 비해 높게 나
타났고, 기관 소재지별로는 수도권과 강원·제주권 지역의 이용료가 충청권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직원 규모별로는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복지관의 이
용료가 다른 기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도시화 정도별로는 대도시의
미술활동 이용료가 농·산·어촌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심리운동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관 소재지와 도시화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기관 소재지별로는 영남권 복지관의 이용료가 충청권 복지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도시화 정도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이용료가 농·산·어촌에 비해 유의미하
게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특수체육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석
한 결과에서는 모든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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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강화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변화
기능강화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를 2011년 자료(최재성 외, 2011)와 비
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ʻ운동·지각 향상ʼ 분야의 경우 ʻ감각통합치료ʼ의 이용료는 12% 증가하였고, ʻ운동
발달ʼ의 이용료는 2% 증가한 반면, ʻ작업활동ʼ의 이용료는 22% 감소하였고, ʻ운동통
증치료ʼ의 이용료는 55% 감소하였으며, ʻ수중운동ʼ의 이용료는 무려 79% 감소한 것
을 알 수 있다. ʻ학습능력 향상ʼ 분야의 경우 2011년 평균 이용료에 비해 인지치료는
62% 증가하였으며, 특수교육은 149% 증가한 반면, 언어활동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ʻ사회적응력 향상ʼ 분야의 경우 2011년에 비해 특수체육 사업의 이용료가
16% 감소하였고, 놀이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사업들은 50% 정도 증가하였으며,
심리운동은 82% 상승하여 이용료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기능강화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변화
(단위 : 원)

분야

운동·지각
향상

학습능력
향상

사회적응력
향상

2011년

2018년

단위사업

기준
시간

M

SD

M

SD

운동발달

30분

5,380

2,490

5,488

3,259

+2%

작업활동

30분

7,556

7,367

5,877

2,629

-22%

수중운동

60분

16,754

7,360

3,454

5,416

-79%

감각통합활동

40분

9,952

6,183

11,177

6,002

+12%

운동통증치료

40분

5,150

1,248

2,303

3,611

-55%

언어활동

30분

8,232

8,386

7,942

5,203

-4%

인지치료

30분

3,239

2,417

5,233

2,394

+62%

특수교육

50분

7,000

0

17,443

13,814

+149%

놀이활동

90분

17387

6025

26456

16889

+52%

음악활동

90분

21225

12661

31800

17786

+50%

미술활동

90분

20151

10320

29275

21416

+45%

심리운동

40분

6265

2296

11939

7784

+82%

특수체육

40분

10556

7698

8860

7640

-16%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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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지원 서비스의 이용료 현황
1) 직업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현황
직업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평균 이용료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직업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현황
(단위 : 원)

분야
직업준비

직업적응 및
역량훈련

단위사업 (N)

기준시간

최솟값

최댓값

평균 (M)

표준편차 (SD)

직업평가 (157)

120분

0

80,000

7,220

10,973

전환교육 (104)

120분

0

26,667

3,172

4,934

직업적응훈련 (149)

120분

0

7,500

936

1,230

직업공과훈련 (27)

120분

0

14,835

1,601

3,123

현장훈련 (61)

120분

0

2,500

58

322

지원고용 (81)

120분

0

3,750

52

420

직업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120분당 평균 이용료를 살펴보면, 직업평가 사업
7,220원, 전환교육 사업 3,172원, 직업공과훈련 사업 1,601원, 직업적응훈련 936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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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특성에 따른 직업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1) 기관 특성에 따른 ʻ직업준비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직업준비ʼ 분야의 단위사업별 120분당 이용료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1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의 기관별 특성에 따른 ʻ직업평가ʼ 사업과 ʻ전
환교육ʼ 사업의 이용료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3> 기관 특성에 따른 ʻ직업준비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단위 : 원)

영역

운영주체

기관형태

소재지

직원규모

도시화 정도

구분

직업평가
M (SD)

전환교육
M (SD)

국가·지자체

5,000 (5,000)

833 (1,443)

위탁받은 법인

7,329 (11,615)

3,412 (4,953)

법인 직영

7,149 (8,973)

2,665 (5,168)

F-value

.108

.546

단종

3,159 (4,691)

1,613 (2,886)

종합

7,917 (11,587)

3,395 (5,133)

t-value

-1.938

-1.221

수도권

7,694 (9,116)

4,026 (5,844)

충청권

11,846 (19,554)

1,417 (2,610)

호남권

4,093 (6,000)

1,487 (4,171)

영남권

5,753 (7,066)

2,834 (3,244)

강원·제주권

1,250 (2,480)

1,875 (-)

F-value

2.379

1.179

30명 이하

5,744 (10,127)

3,004 (4,808)

31~50명 미만

7,882 (12,105)

2,803 (4,300)

50명 이상

8,725 (10,295)

4,350 (6,446)

F-value

.992

.719

대도시

8,525 (12,712)

3,613 (5,375)

중·소도시

7,854 (10,436)

3,321 (4,923)

농·산·어촌

3,293 (5,268)

1,198 (2,280)

F-value

2.79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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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특성에 따른 ʻ직업적응 및 역량 훈련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른 ʻ직업적응 및 역량 훈련ʼ 분야의 단위사업별 120
분당 이용료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4>와 같이 직업적응훈련 사업, 직업
공과훈련 사업, 지원고용 사업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ʻ현장훈련ʼ 사업의 경우 직원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다시 Scheffe 검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50
명 이상 직원 규모를 가진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가 다른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결과적으로 직업지원 서비스의 분야별 단위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에
따라 대부분 이용료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기관 특성에 따른 ʻ직업적응 및 역량 훈련ʼ 분야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차이
(단위 : 원)

영역

운영주체

기관형태

소재지

직원규모

도시화 정도



  

구분

직업적응훈련
M (SD)

직업공과훈련
M (SD)

현장훈련
M (SD)

지원고용
M (SD)

국가·지자체

1,277 (1,061)

1,778 (3,424)

0 (0)

0 (0)

위탁받은 법인

949 (1,321)

823 (963)

78 (382)

60 (476)

법인 직영

846 (796)

1,601 (3,123)

0 (0)

29 (121)

F-value

.194

.372

.301

.051

단종

833 (1,042)

603 (950)

0 (0)

0 (0)

종합

949 (1,254)

1,775 (3,346)

66 (353)

59 (445)

t-value

-.353

-.685

-.492

-.396

수도권

1,061 (1,320)

773 (940)

124 (515)

112 (612)

충청권

598 (549)

1,450 (2,014)

50 (173)

0 (0)

호남권

449 (578)

3,806 (5,782)

0 (0)

0 (0)

영남권

1,285 (1,587)

1,200 (2,683)

0 (0)

0 (0)

강원·제주권

455 (504)

- (-)

0 (0)

0 (0)

F-value

2.340

1.391

.410

.346

30명 이하

930 (1,176)

755 (1,414)

0 (0)

0 (0)

31~50명 미만

901 (1,198)

2,378 (4,075)

24 (120)

96 (600)

50명 이상

1,025 (1,429)

800 (1,058)

330 (828)

31 (125)

F-value

.100

.891

3.895*

.429

대도시

1,066 (1,289)

998 (1,252)

107 (474)

118 (628)

중·소도시

899 (1,329)

3,308 (5,264)

31 (120)

0 (0)

농·산·어촌

707 (902)

633 (1,203)

0 (0)

0 (0)

F-value

.967

1.835

.615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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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특성에 따른 직업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변화
직업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를 2011년 자료(최재성 외, 2011)와 비교하
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15>와 같다.
<표 15> 직업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별 이용료 변화
(단위 : 원)

분야

직업준비

직업적응 및
역량 훈련

2011년

2018년

단위사업

기준시
간

M

SD

M

SD

직업평가

120분

12,942

9,081

7,220

10,973

-44%

전환교육

60분

4,909

5,046

1,586

2,467

-68%

직업적응훈련

300분

4673

6636

2340

3076

-50%

직업공과훈련

300분

7910

11436

4003

7808

-49%

현장훈련

120분

500

0

58

332

-88%

지원고용

120분

7917

9382

52

420

-99%

증감율

표를 살펴보면, ʻ직업준비ʼ 분야의 경우 직업평가 사업의 120분당 이용료는 2011년
에 비해 44% 감소하였고, 전환교육 사업의 60분당 이용료는 2011년에 비해 68%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ʻ직업적응 및 역량 훈련ʼ 분야의 경우 직업공과훈련은 2011년
300분당 평균 이용료가 7,910원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300분당 평균 4,003원으로
49% 감소하였고, 직업적응훈련 사업은 2011년 300분당 평균 이용료가 4,673원이었
던 것이 2018년에는 300분당 평균 2,340원으로 50% 감소하였으며, 현장훈련 사업
은 2011년 120분당 평균 500원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모든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고용 사업은 2011년 120분당 평균 이용료가 7,917
원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평균 52원으로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18년 현행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수준을 파악하고, 다양한 장
애인복지관 특성에 따른 이용료 차이를 분석하는 동시에 2011년 자료와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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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재활서비스 이용료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장애인복지
관별로 단위사업별 이용료 수준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향
후 적정 이용료를 산출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
원의 적정 이용료 산정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재정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 및 후속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230개 기관(2018년 7월 현재) 중 211개 기
관(91.7%)의 재활서비스 이용료 수준을 파악하고, 장애인복지관의 기관 특성별 차이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ʻ상담·사례관리ʼ 서비스의 영역별 단위사업의 경우 주로
기관의 소재지별, 직원규모별, 도시화 정도별로 이용료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
우가 많았고, ʻ기능강화지원ʼ 서비스의 영역별 단위사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기관의
소재지와 도시화 정도에 따라 이용료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ʻ직업지원ʼ 서비
스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단위사업에서 기관 특성에 따른 이용료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ʻ직업상담ʼ 사업은 기관의 소재지에 따라 이용료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ʻ현장훈련ʼ 사업은 직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국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이용료는 지역이나 도시화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도시화 정도 역시 지역의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감
안해 볼 때, 지역별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04에 제시된 ʻ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 권고안(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ʼ이나 2011년 수행된 ʻ전국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적정이용료 책정기준 개발ʼ 연구(최재성 외, 2011)는 모두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공통의 적정이용료를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장애
인복지관 재활서비스의 권장이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에 따라 별도의 적정이용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적정
이용료 산정 방식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정이용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이 연구는 211개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서비스 이용료를 지난 2011년 수행된
연구(최재성 외, 2011) 자료와 비교하여 추이를 분석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2011년 수행된 「전국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적정이용료 책정기준
개발」 연구를 참고하여 이용료 수준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
스의 적정이용료 산정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가 2011년 자료(최재성 외, 2011)이
기 때문이다. 2011년에 비해 현재 장애인복지관 및 시장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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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료 산정 기준에 대해 참조할 만한 자료가 없
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물가상승 등의 요인들을 배제하고 2018년 현재 장애인
복지관 재활서비스 이용료 수준을 2011년 연구 당시의 자료와 단순 비교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2011년에 비해 이용료가 증가한 단위사업들을 살펴보면, ʻ특수교육ʼ 사
업의 이용료가 149%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심리운동 82%,
인지치료 62%, 놀이활동 52%, 음악활동 50%, 미술활동 45%, 작업진단/평가 15%,
감각통합활동 12%, 언어진단/평가 9%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2011에 비해 이
용료가 감소한 단위사업들을 살펴보면, 지원고용 사업의 이용료가 99% 감소하여 가
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접수면접/상담, 재접수/재진 각각 90%, 현장훈
련 88%, 수중운동 79%, 사회진단/평가 75%, 전환교육 58%, 운동통증치료 55%, 직
업적응훈련 50%, 직업공과훈련 49%, 직업평가 44%, 작업활동 22% 등의 감소율을
보였다.
종합해 보면, 기능강화지원 서비스 중 학습능력 향상과 사회적응력 향상 분야의
단위사업들은 이용료가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직업지원 서비스의 단위사업들은 모두
큰 폭으로 이용료가 하락하였고, 상담·사례관리 서비스의 단위사업들 역시 대부분
이용료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료의 변화는 최근 많은 장애인복
지관에서 상담·사례관리 서비스나 직업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한 반면, 상대적
으로 수요가 많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능강화지원 서비스의 이용료를 높게 책정하
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강화지원 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지원의 폭을 크게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 차원에서도 이용료 수입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용료 수입을 통한 장애인복지관의 재원 확보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수익성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 빈
곤층이 주된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복지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용료 수입을 통한 재원 확보는 장애인복지관이 향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
화하면서 이용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바우
처를 활용하는 것은 그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교육부는 소외계층의 성인단
계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만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매년 35만원을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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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이용료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정차상취계층에는 장애수당
수급자도 포함되어 있어 많은 장애성인들이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장애인복지관은 평생교육기관임에 틀림없다(김두영, 이상진, 김호연,
2018). 따라서 각 장애인복지관이 평생교육 바우처기관으로 등록하고, 이용자들이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용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 바우처 외에도 평생
교육진흥원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강사를 지
원받거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용료의 재개념화도 필요해 보인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서비스 이용료는 각 복지관의 운영주체, 기관형태, 소재지, 직
원규모, 도시화 정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특성
군별로도 표준편차가 매우 큰 것을 고려해 볼 때, 기관마다 이용료 차이가 매우 큼
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이나 후원금 등 수입의 규
모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기관별로 어떤 사업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느냐에
따라 이용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국 현행 이용료의 개념은 단위사
업의 서비스 단가에서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이용료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 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ʻ이용 부담금ʼ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사업별 서비스 단가를 보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산출
하고 여기에서 보조금의 비중과 이용 부담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 논
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관 특성을 고려한 ʻ적정 이용 부담금ʼ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의 적정이용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체계적인 원가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산출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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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level of rehabilitation service fees of the
nationwide welfare center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compare those with the rehabilitation service fees in 2011. Futhermore,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differences in rehabilitation service fees depends on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center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esearch subjects were comprised of 211 rehabilitation service fees were
selected from the data of the welfare center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major findings
from analysis will be useful at figuring out the relative position of rehabilitation service fees by
project units of the welfare center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Moreover, it could be useful
as references for quoting the appropriate rehabilitation service fee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for alternative for locating financial resources and quoting appropriate rehabilitation service fe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more appropriate to use the
term 'usage deductible' instead of the term 'usage fee'. Second, in order to secure income for the
fee for disabled people 's welfare center, it is necessary to find out how to use voucher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or to receive lecturers and operating expenses through various lifelong education support project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Third, in order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fee for rehabilitation services, systematic research is needed which i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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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이 고령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관
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여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복지패널 12차(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우울에 대한 영향력과 상호작용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장애정도를 포함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
적 자본, 종속변수는 심리사회적 적응의 주요 지표인 우울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성별,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미시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인 가족 및 사회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으며, 특히 가족 및 사회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상호작용을 할 때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개인이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나쁘더라도 가족사회관계의 정도가 좋으면
우울에 잘 적응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노화와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으로 인
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령장애인의
우울에 대해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차원의 대안을 강구해
보았다.
주제어 : 사회적 자본, 주관적 건강상태, 고령장애인,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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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는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
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ʻ2018년 고령자 통계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는 738만1000명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인구(5163만5000명)의 14.3%로 발표되었
다(통계청, 2019.1.). 이는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14% 이상으로 ʻ고령사회ʼ인
우리나라가 빠르게 ʻ초고령 사회ʼ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통계청, 2019.1.). 평
균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삶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길어지고 있
으며, 노년기의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경제적 상태의 저하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정덕진, 2014; 김봉균, 하연
주, 최송식, 2014).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김동배, 유병선, 2013; 김봉균, 하연주, 최
송식, 2014).
노인이 겪는 심리·정서적 문제는 질병으로 인한 통증과 미래의 불확실한 결과로
인한 불안증도 있지만, 가장 빈번한 심리·정서문제는 우울증이다(Blazer, 1998; 이
익섭, 박수경, 2012). 특히 노년기의 우울증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치
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신체질환의 발병위험을 높여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오병훈, 2006; 김봉균, 하연주, 최송식, 2014). 또한 이러한 우울증의 경험이 심각
해질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김정석, 신유리, 노승현, 2017). 최근
노인의 우울에 대한 관심은 우울 자체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 저하, 자살문제
등 신체적·인지적·사회적 문제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부각되고 있
다(정덕진, 2014).
특히, 고령의 장애인은 장애와 노화의 이중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의 질이 낮아
지는 대표적인 계층으로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김성원, 2015; 조상은, 2017; 정문
진, 2017; 문필동, 2017). 노화로 인한 우울과 관련하여 고령장애인은 노화과정에서
비장애 노인에 비해 2배에서 3배로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고(Fuhrer, Rintala, Hart, Clearman & Young, 1993; 정덕진, 2014), 신체적 장애
나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
상을 보인다(전해숙, 강상경, 2009; 정덕진, 2014; 김봉균, 하연주, 최송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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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역할 상실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겪는 외로움과 분노로
인한 내적 갈등 및 사회적 고립, 그리고 장기치료로 인한 재정적 부담, 일상생활 동
작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 물리적 환경으로의 접근성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스트레스
가 우울증을 한층 더 심화시킨다(Desrosiers, Noreau, Rochette, Bravo & Boutin,
2002; 문수경, 박은영, 최지현, 2009). 이처럼 고령장애인의 우울을 다룬 선행연구
들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노인이 장애가 없는 노인에 비해 우울증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다(Fuhrer, Rintala,

Hart, Clearman & Young, 1993; Mccoll & Walker,

1997; 정덕진, 2014; 전해숙, 강상경, 2009; 정덕진, 2014; 김봉균, 하연주, 최송식,
2014).
고령장애인의 우울에 관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장애를 가진 노인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전해숙, 강상경, 2009; 정덕진, 2014; 김봉균, 하연주, 최송식,
2014),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건강상태, 기능적 능력, 사회 및 가족 지지, 사회참여
등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은숙, 권인선, 조영채, 2011; 남
일성, 2016). 이들 요인 중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제외하면, 개인의 건강상태, 신체기
능과 같은 건강관련 요인에서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관련 요인
으로 확대되어 분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은 우울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알려져 오고 있으며,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고민석, 서
인균, 2011; 김은령, 2013),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건강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우
울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되었다(김계하, 김옥수, 김정희, 2004; 공혜경, 2010). 이
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 및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는 최근 건강문제 연구에서 주목받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김길용, 김은미, 배상수,
2009; 임재영 외, 2010; 고재영, 2011). 건강의 요인으로 사회와 환경적인 요인들에
관심이 많아지며 사회적 자본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등 건강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외국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이 신체적․심리적․정신적 등 다양
한 측면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났다(Poortinga,
2006; Aslund et al., 2010).
기존연구에서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이 우울증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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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덕진(2014)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상실로 인해 건강상태가
취약한 상황에 처해진 장애인의 경우에 가족 및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관계가 정
신적 건강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하며,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보임을 제시하
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선행연구들에서는 건강상태가 나쁘더라도 높은 사회적 자본
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령, 2013; 오현옥,
2014). 또한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건강수준(self-rated health)과의 관련 연구에서
는 사회적 자본의 요소 중 신뢰와 사회참여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송예리아․남은우, 2009).
하지만 국내에서의 사회적 자본과 건강과의 연구는 송예리아와 남은우(2009), 김
은령(2013) 그리고 정덕진(2014) 외에는 그리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ʻ사회적 자본ʼ이라는 개념이 다차원적이어서 개념정의가 쉽지 않고, 연구 분
야나 분석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그 성격과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장애노인을 대상으로는 심리사회자원과 건강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정덕진(2014)
의 연구가 유일하나, 사회자원으로 사회적 지지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진행된 사회적 자본과 노년기 우울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참여나
사회적지지에 초점을(최미영, 2008; 김은령, 2013; 오현옥, 2014) 두고 있어 사회적
자본의 다양성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에 따라 사회적 자본을 좀 더 다양하게 하
여 건강상태와 조절효과를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이 고령장애인의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우울에 대한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우울에 대한 개인적 사회
적 차원의 고려를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은 ʻ사회적(social)ʼ과 ʻ자본(capital)ʼ의 복합개념으로 인적 자본, 물리
자본과 같은 다른 유형의 자본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사회 자본의 ʻ사회적ʼ이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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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주목한다(신용희, 2015). 사회학 분야의 Bourdieu(1983)와 Coleman(1990)과
정치학 분야의 Putnam(1993)이 사회적 자본의 파급에 큰 영향을 미쳤다(신용희,
2015; 송진영, 2015; 김진현, 2015).
Bourdieu(1983)는 사회적 자본을 행위자가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규모와 연
결된 구성원들 개개인이나 집단이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잠재적
자원으로서의 네트워크 총합으로 정의한다(송진영, 2015). Coleman(1990)은 사회
자본은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 특정 행위의 유도를 촉진하며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며 공동의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고 하였다. 특히 Coleman은 인적 자본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분석단위로는 가족과 지역사회 속의 개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Winter, 2000; 신용희, 2015). 사회적 자본 개념의 대중화에 공헌 한
Putnam(1993)은 사회 자본을 ʻ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ʼ와 같이 조정된 행위를 가능
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특징들로 정의한다.
Putnam계열의 학자들은 동네, 조직, 지역, 국가 등과 같은 사회조직 구성원 사이
의 네트워크 특징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신뢰와 상호호혜의식 같은
태도 또는 인지적 특징들을 강조하며, 집합체 전체의 공공선을 위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다(신용희, 2015). 이러한 사회 자본은 사람들 간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관계, 규범, 신뢰, 네트워크, 관계자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한다(곽현근,
2013; 신용희, 2015). 마지막으로 OECD(2001)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공유
된 규범, 가치, 이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로서 그룹 내 혹은 그룹 간 협력을 촉진시
키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이해될 수 있다(김진현, 2015).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측정단위에 따라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 측정되는 사회적 자본은 타인들과의 관계나 신뢰
정도, 지인의 수, 구성원의 응집 정도 등으로 표현되며, 개인이 측정대상이 되기 때
문에 인지적 측면이 상당부분 반영된다(Gilbert, Quinn, Goodman, Butler, and
Wallace, 2013). 거시적 차원(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의 사회적 자본은
Putnam(1995)의 주장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단위가 개인
보다는 집단이나 지역사회, 혹은 국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적 자본은 집단성원들의 사회참여나 규범, 공동의 이익과 관련이 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지역사회에 까지 초점을 두고
사회적 자본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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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1) 고령장애인의 우울
노화로 인한 우울과 관련하여 고령장애인은 비장애 노인에 비해 2~3배로 우울증
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고(Fuhrer, Rintala, Hart, Clearman &
Young, 1993; Mccoll & Walker, 1997; 정덕진, 2014),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노
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 보인다(전해숙, 강상
경, 2009; 정덕진, 2014; 김봉균, 하연주, 최송식, 2014).
특히, 장애로 인한 역할 상실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겪는 외로움과 분노로 인한
내적 갈등 및 사회적 고립, 그리고 장기치료로 인한 재정적 부담,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 물리적 환경으로의 접근성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스트레스가 우
울증을 한층 더 심화시키게 된다(Desrosiers, Noreau, Rochette, Bravo & Boutin,
2002: 문수경·박은영·최지현,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장애를 가진 노인이 장애가 없는 노인에 비해 우울증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를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노인과 비교하여 우울을 경험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고령장애인의 우울에 관한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적은 편이다(정덕진 2014; 남일성 2016; 신은숙, 권인선, 조영채, 2011; 문수
경, 박은영, 최지현, 2009; 김정석, 신유리, 노승현, 2017).
고령장애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
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건강상태, 기능적 능력,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사회
참여 등의 요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남일성, 2016; 신은숙, 권
인선, 조영채, 2011). 즉,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심리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 요인까지 다양한 요인들로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자본과 우울
건강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의 건강
이 더 좋지 않으며(House, Landis & Umberson, 1988;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응집력이 높은 사회의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나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Kawachi & Kennedy, 199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이 고령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125

좀 더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증진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Poortinga, 2006; 임재영 외,
2010). 둘째, 사회적 관계를 통해 건강증진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다(Kawachi & Berkman, 2000). 셋째, 사회적 유대와 통제를 강화하여 부적
절한 약물사용이나 잘못된 건강습관 등과 같은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들을 통제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ubramanian, Kim & Kawachi, 2002; 고재영, 2011;
박성준, 2018). 더욱이 장애를 가진 경우나 빈곤이나 차별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박성준, 2018).
국내의 사회적 자본과 노년기 우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요인 중
에 신뢰, 집단협력, 지역사회참여, 정보공유, 사회적 지지 등의 요인이 노인의 우울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원, 2006; 이홍직, 2009; 김진현,
2015). 김은령(2013)은 만성관절염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는데, 사회적 참여와 이웃·친구·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우울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민석과 서인균(2011)은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노인의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우울과의 관계
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가족 간의 원만한 관계와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제기하였다. 더욱이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이현주, 강상경, 2009), 장애
인들은 가족과 자주 만나는 등의 지지를 받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권복순, 박현숙, 2005).
국외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구조적(가령, 사회적 만남의 빈도) 그리고 인지적 사
회적 자본(가령, 친구에 대한 신뢰)은 노년기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으
나, 이웃에 대한 신뢰는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Forsman, Nyqvist, Schierenbeck, Gustafson & Wahlbeck, 2012). 이와 유사하
게 높은 수준의 인지적 사회적 자본, 가령 이웃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개인일수록
심한 우울증으로 발달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ujiwara & Kawachi,
2008).
국외의 연구들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여 신뢰, 소속
감, 상호호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연구와 비교하여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우울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 개인 간의 관계의 정도와 사회참여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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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고 있어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측면을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을 힘께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김진현, 2015).

3)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일반적으로 건강 문제는 우울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알려져 왔으며(정덕진,
2014), 노인의 건강상태는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oening & Blazer, 1992; 박인옥, 김진세, 이강준, 정인과, 1998). 이 중 주관적 건
강상태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질환으로 인한 일상 활동에서의 손
상과 기능제한 이로 인한 정서적 결과까지 포함하는 변수로 그 타당성과 유효성을
인정 받아옴에 따라 개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관심 받고 있다(이성은,
2012).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신체 건강수준을 높게 인식할
수록 우울 정도가 낮아진다는 매우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김원경, 2001; 김은
령, 2013; 정덕진, 2014; 신용희, 2015; 박규희, 허원구, 2016).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은령, 2013),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이 감소한다
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신용희, 2015).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
답한 노인의 경우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규희, 허원구, 2016). 이러한 결
과는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체장애인을 대상
으로 연구한 김계하, 김옥수 그리고 김정희(2004)는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낮
고,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인지할수록 우울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공혜경(2010)
역시 장애노인은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우울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체적 기능저하는
활동의 감소,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으로 스트레스, 우울의 원
인이 될 수 있다(고민석, 서인균, 2011). 이처럼 주관적 건강상태는 노인의 정신건강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오고 있다.

4)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고령장애인의 우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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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지할수록 우울이 낮았으며(김계하, 김옥수, 김정희, 2004; 공혜경, 2012), 신
뢰,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지지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이 많을수록 우울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지원, 2006; 이홍직, 2009; 김진현, 2015).
건강과 사회적 자본 간 관계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불충
분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사회원인가설로, 사회경
제적 요인이 건강의 수준을 결정하며(Dahl, 1996; 최정민, 2014), 가족과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문제행동, 건강행동, 일반적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 있다(McPherson, Kerr & McGee, 2013).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지적하고 있으며(Rocco

＆

Suhrcke, 2012),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신뢰와 규범이 좋을수록 개인의 건강위해 행
동도 감소한다고 나타나고 있다(Lin, 1999).
둘째, 건강하지 않는 개인은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어 풍부한 사회적 자본을 보
유하기 어렵다는 건강선택가설로, 건강하지 않은 노인은 비공식적 돌봄체계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게 되어 친구나 이웃등과의 상호호혜적 지지 및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Rocco & Suhrcke,
2012; 최정민, 2014). 선행연구에서도 일상생활의 제한과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전
반적인 사회적 자본이 감소하며(Pevalin & Rose, 2003; Sirven & Debrand, 2011),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또는 사회활동 참
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우지희, 2012).
즉, 건강하지 않은 개인은 사회적 자본이 보유하기 어렵고, 다시 부족한 사회적
자본은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에 따라 건강과 사회적 자본은 상호적
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정덕진(2014)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상실로 인해 건강상태가 취약한 상
황에 처해진 장애인의 경우에 가족 및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관계가 정신적 건강
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하며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건강상태가 나쁘더라도 높은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울
이 낮아진다고 하였다(김은령, 2013; 오현옥, 2014) 또한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건
강수준(self-rated health)과의 관련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요소 중 신뢰와 사
회참여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예리아, 남은우, 2009).
즉, 장애나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로 우울 등의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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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애노인에게 사회적 자원을 통해 그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노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고,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덕진(2014)의 연구는 장애노
인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유일한 연구이나, 사회적 자원
으로 사회적 지지만을 봄에 따라 사회적 자본을 협소하게 보고 있어 사회적 자본을
좀 더 구분하여 건강상태와의 조절효과를 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
지패널 12차(2017년) 자료를 분석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
으로 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관련 패널자료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
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대상자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90%자
료로부터 24,000여 가구를 2단계 층화집략 추출하여,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
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패널가구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주요변수
1) 종속변수 : 우울
본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이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우울은 CESD-11(Kohout,
Berkman, Evans & Cornoni-Huntley, 1993)로 측정되었다. CESD-11 척도는 지난
일주일간의 우울증상 경험에 대한 1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응답범주는 1-극히 드물
다(일주일에 1일 미만), 2-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간), 3-종종 있었다(일주일
에 2~3일간), 4-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3~4일간)로 4점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ʻʻ상당히 우울했다ʼʼ, ʻʻ마음이 슬펐다ʼʼ, ʻʻ세상에 홀로 있는듯한 외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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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다ʼʼ, 등의 슬픈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과 ʻʻ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ʼʼ, ʻʻ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ʼʼ 등의 대인관계에 관련된 문항, 그리고 ʻʻ
도무지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ʼʼ, ʻʻ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ʼʼ 등의 둔화된
활동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또한 ʻʻ비교적 잘 지냈다ʼʼ, ʻʻ큰 불만 없이 생활
했다ʼʼ등의 긍정정서나 경험에 관련된 문항과 ʻʻ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ʼʼ, ʻʻ잠을
설쳤다ʼʼ 등의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문항 등을 포함하여 우울증상을 측정하는 총 11
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2) 독립변수 :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자본
독립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이다. 우선,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건
강, 질병, 장애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잘 대변해주는 지표(Franks et al., 2003)로
연구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한국복지패널
에서 조사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
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하지만(1-아주 건강하다, 2-건강한 편이다, 3-보
통이다, 4-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5-건강이 아주 안 좋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이
용이성을 위해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1-건강이 아주 안 좋
다, 2-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한 편이다, 5-아주 건강하다)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은 크게 개인적 관계 내에서 느끼는 가족 및 사회관계 만족
도와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측면 통해 측정되는 상호호혜와 규범으로 구분하여 측정
되었다. 첫째, 가족 및 사회관계 만족도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도 문항을 합산한 후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개인이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를 통해 느끼는 만족의 정도로 각각의 단일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통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 둘째, 상호호혜성과 규범은 개인이 사회적 자본의 공동체주의적 속성에 대해
가지는 인식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도움제공에 대한 태도이다. 상호호혜 및 규범은 ʻ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용의가 있는가ʼ를 묻는 상호호혜성 문항과 ʻ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수용의사ʼ를 묻는 규범 문항을 합산한 후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
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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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독립변수 외에 고령장애인의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령, 성별, 혼인상태가 포함되었고, 장애정도
를 고려하였다. 연령은 연속변수이며, 남녀 성별과 혼인상태는 더미변수(0-남성,
1-여성; 0-무배우 1-유배우)로 조작하여 사용하였다.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으로 서열
변수(1-1급, 2-2급, 3-3급, 4-4급, 5-5급, 6-6급, 7-비등록장애인)로 측정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
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 분석을 실
시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변수와 함께 살펴보기 위하
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조절회귀분석의 예측식은
다음과 같다.

          
b는 회귀계수를, X는 독립변수를 의미하며, X1X2의 회귀계수 c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면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Baron and Kenny, 1986).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1,069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대상자 평균연
령은 74.9세이며, 성별에서는 여성이 535명(50%), 남성이 534명(50%)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혼인상태는 무배우자인 경우 415명(38.8%), 유배우자인 경우 649명
(60.7%)으로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더 많았으며, 장애정도는 중증(1급~3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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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명(30.8%)이고, 경증(4급~6급)이 694명(65.0%), 그리고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
록장애인)이 46명(4.3%)으로 대상자의 다수가 경증의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연령

연속변수

1,069

-

74.90
(7.97)

여성

535

50.0

남성

534

50.0

무배우자

415

38.8

유배우자

649

60.7

1급

60

5.6

2급

108

10.1

3급

161

15.1

4급

223

20.9

5급

236

22.1

6급

235

22.0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 등록 장애인)

46

4.3

성별

혼인상태

장애정도

-

-

-

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보면, <표 2>와 같다. 우울은 11개 문항을 합산하
여 측정한 변수로 평균점수는 20.5점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는 평균 2.49점으로
대체로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만
족도를 합산하여 측정한 가족 및 사회관계만족도는 평균 3.59점, 상호호혜와 규범을
합산하여 측정한 상호호혜 및 규범은 평균 3.07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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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변수

변수정의
1=극히 드물다(주 1회 미만),
2=가끔 있었다(주1~2회),
3=종종 있었다(주3~4회),
4=대부분 그랬다

우울

1=건강이 아주 안 좋다,
2=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건강한 편이다,
5=아주 건강하다

건강상태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923

20.50
(3.62)

1,069

2.49
(0.86)

가족 및
사회관계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

923

3.59
(0.58)

상호호혜
및 규범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937

3.07
(0.76)

사회적
자본

3.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우울과 각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다.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우울은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우울과의 상관관계

사회적
자본

변수

상관계수

연령

.120

성별(여=0, 남=1)

-.214

혼인상태(무배우=0, 유배우=1)

-.211

장애정도

-.152

건강상태

-.337

가족사회관계 만족도

-.390

상호호혜 및 규범

-.087

* p<.05, ** p<.01, ***<.00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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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 분석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
가지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모형 1은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요인만
을 투입한 모형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모형이다. 다음으로 모형 2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와 함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은 상호작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을 곱한 상호작
용항을 추가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항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변수에서 해당 변수의 평균을 빼서
편차 점수를 구하는 센터링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첫째, 모형1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 F(4,
885)=23.756*** 으로 연령, 성별, 혼인상태, 장애정도를 통해 우울을 예측하는데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097로 연령, 성별, 혼인상태, 장애정도가 우울에 영향력 있는 변수
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9.7%이다.
둘째, 모형2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을 통제변수와 함께 투입한 결과,
F(3, 882)=45.158*** 으로 성별,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미시적 사회적 자본인
가족사회관계 만족도가 우울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
는 남성인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
록, 가족 및 사회관계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264로 성별,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 및 사회관계 만족도가 우울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6.4%이다. 모형1과 모형2의 R2 변화
량은 .167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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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B

SD

B

SD

**

0.02

0.02

0.01

0.02

0.01

***

0.24

***

0.25

-0.43

0.23

-0.46

***

0.08

-0.15

*

0.07

-0.14

0.04

성별
(여=0, 남=1)

-1.16

혼인상태
(무배우=0, 유배우=1)

-0.97

장애정도

-0.34

사회적
자본

모형3

B

연령

건강상태

모형 2
SD

***

0.22

-1.15

0.22

*

0.23

*

0.07

***

0.13

***

0.19

***

0.13

-1.03

***

0.19

-1.86

-

-

-1.00

가족사회관계
만족도

-

-

-0.97

상호호혜 및
규범

-

-

0.06

0.14

0.06

건강상태*가족사회관계
만족도
(상수)

***

-1.11

0.14

**

0.10

0.30
1.20

0.19

0.94

0.18
***

***

F(4, 885)=23.756
2

R =0.097

,

F(3, 882)=45.158
2

R =0.264 ,
2

***

△R =0.167

0.88
,

0.18
***

F(1, 881)=40.950

,

2

R =0.271
2

**

△R =0.007

* p<.05, ** p<.01, ***<.001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F(1, 881)=40.950*** 으로 성별, 혼인상태, 장애정도, 주관적 건
강상태, 미시적 사회적 자본인 가족 및 사회관계 만족도가 우울을 예측하는데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보다는 배
우자가 있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
수록, 가족 및 사회관계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271로 성별, 혼인상태,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 및 사회관계 만족도
가 우울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7.1%이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는 회귀분석모델에서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족 및 사회관계 만족도의 상호작
용을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항이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가족 및 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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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만족도 좋을수록 우울을 감소시켰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가족
및 사회관계의 만족도가 높으면 우울의 증가정도를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모형2와 모형3의 R2 변화량은 .007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이 고령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적 자본이 그 사이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
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안을 마련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2
차(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만 60세 이상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령장애인
1,069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자본(가족 및 사회관계 만족도와 상
호호혜 및 규범)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적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간의 관계 역시 p<.001 수준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 중 가족 및 사회관계만족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001 수준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가족과 사회관계의 만족
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족 및
사회관계 만족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항이 p<.01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주관적 건강상
태가 좋은 경우 가족 및 사회관계 만족도가 좋을수록 더 우울을 감소시키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 및 사회관계가 좋다면 우울의 증가를 낮추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령장애인은 장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애의 심화로 인한 2차 장애 및
조기노화가 발생하여 신체적 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양희택, 신원우, 2011).
장애의 심화로 인한 변화는 스스로의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이
는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질 높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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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장애
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실
현을 통해 중증의 고령장애인이 동네의원의 단골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등록함으로
써 지속적인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장
애인의 의료기록 관리를 통해 중복진료, 중복투약, 건강증진,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
한 정기건강검진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임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에서 지속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지라도(이현주, 강상경, 2009),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
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우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
다. 이동이나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지역사회 활동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고령
장애인에게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사회프로그램에 고령장애인들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하고,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관
계의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의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시설, 여
가활동프로그램, 동호회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
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족사회관계의 상호작용항을 분석한 결과, 우울에 유의
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고령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관
리와 함께 사회적 관계의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의 강화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한다. 현재 고령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주된 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측면에서는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의 측면에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두 제도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측면에서 제공되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서비스
유형, 대상자 기준, 급여내용, 본인부담금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지만, 가장 큰 차
이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는 점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요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
령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노인으로 장애와 노화로 인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으
로 두 제도간의 연계 및 역할 정립을 통해 고령장애인들의 건강관리 및 사회활동을
통한 사회적 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
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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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화로 인해 사회활동의 제약과 어려움을 경험
하게 된다. 노화와 장애라는 이중고로 인해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부정적일지
라도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통해 우울을 예방할 수 있다. 즉, 가족, 친구, 이웃들과
의 교류 및 관계의 강화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받고, 건강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친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유용 할 것이다(Kawachi & Berkman, 2000;
Subramanian, Kim & Kawachi, 2002). 이를 위해, 고령장애인 스스로 장애와 노화
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 맺기 혹은 활동을 스스로 자제하지 않도록 심리적 지원도 필
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는데, 먼저 2차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2차 자료에
제시된 변수들만으로 분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형태의 요인
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고령 장애인의 우울이 시간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단연구를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정도 외에도 장애유형에 따
라 우울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인의 우울
의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넷
째, 주관적 건강상태와 더불어 만성질환의 유무 역시 우울의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
되고 있다는 점에서(전해숙·강상경, 2009; 이성은, 2012; 정덕진, 2014) 향후 만성
질환의 유무를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장애인은
장애발생시점과 장애 유지기간 등을 기준으로 고령장애인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연구를 통해 고령장애인을 구분하여 우울과 사회적 자본의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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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interaction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social capital by looking at
depression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rated health
and social capital. In this research, we utilize data from the 2017 nation-wide survey of the Korea
Welfare Panel and the analysis method us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ausality and interaction between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was performed to identify correlates of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and interaction effect of social capital after degree of
disability and demographic variables. In the study, gender, degree of disability, self-rated health,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family-social relationship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and in
particular, the self-rated health is related to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family-social
relationships. Results revealed that satisfaction with family-social relationships(social capital) had
a buffering effect and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self-rate health and depression. The author insisted that social capital be important factor in older people with disabilities discussing
how to help to accumulate social capital in social welfare practice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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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의미에 대한 질적 탐색
1)2)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여주*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정은**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지각하는 일의 의미를 질적연구 방법으로 탐색하
는데 있다. 연구참여자는 현재 만 65세 이상의 시각장애인 안마사이며,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의
협조를 얻어 연구 목적에 적절한 연구참여자를 유의표집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내
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4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식의 심층적인 면담
을 진행하였다.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Giorgi(200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일의 의미는 ʻ나를 확인하는 힘ʼ, ʻ독립적
인 존재로서 바로 섬ʼ, ʻ기여할 수 있는 삶ʼ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즉,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를 긍정적이고 성숙한 자아 실현은 물론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노후의 삶을
영위하고, 가치 있는 사회적인 역할 차원에서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연구참여자
를 비롯하여 많은 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한계만이 부각된
편중된 관점에서 벗어나 강점 관점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고, 향후 일 또는 활동 중심의 다양한 실
천 방안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근거로 유용할 것이다.
주제어 : 고령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의 의미, 질적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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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일은 한 개인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의 양식 가운데 하나이다(장혜경, 하지선, 2017). 하지만 고도로 산업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일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뜻하는 일의 의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김미양, 2018; 우국희, 2007;
Rosso, Dekas, & Wrzesniewski, 2010; Steger, 2019).
왜냐하면 일과 자신의 생활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삶
대부분은 일로 소비되고 있어(Steger, 2019), 일의 의미는 개인의 긍정적인 삶의 영
위와 사회적인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우국희,
2007; Steger, 2019). 실제, 일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
과 행복감은 높아지고, 상호관계적인 공동체 추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이유
에서도 일의 의미는 그 함의가 크다(김미양, 2018). 이에 일의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
인 보상이나 직무만족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동기, 가치, 신념 차원
에서의 자아,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일을 둘러싼 맥락이나 영적 생활 등 다양
한 삶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그 유용성도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교육학 등
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검증되어 왔다(Rosso et al., 2010).
일의 의미에 대한 중요성과 유용성은 고령 장애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고령 장
애인은 은퇴로 인해 역할 없는 역할이 불가피한 고령의 특성과 신체적, 정신적인 장
애로 인한 기능 제한으로 사회적 배제나 차별이 점철된 대표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강승원, 2018)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고령 장애인의 일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고령 장애인
수의 증가와 관련 있다. 가파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곧 고령 장애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의 장애인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2014년 43.3%에서 2017년 46.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김성희 외, 2017). 또한 장애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소득보장
(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등 여전히 일과 관련된 욕구가 높았으며
(김성희 외, 2017), 고령 장애인 역시 일에 대한 욕구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이효성, 김근아, 김태연, 오정은, 2007).
고령 장애인의 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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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오랫동안 일을 수행해온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백내장 등을 비롯한 만성질환과 시력감퇴, 상실 등
의 위험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가파른 고령화 속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Alma, Van der Mei, Grrothoff, &
Suurmeijer, 2012).
또한 시력장애나 손실은 곧 접근성이나 이동성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른 장애
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은(이준상, 2012; 임
종호, 2017; Renaud & Bédard, 2013) 물론 노후 준비도 쉽지 않아(임종호, 권미자,
2016) 일의 의미는 이들의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시
각장애인들은 안마사라는 유보고용의 특성상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일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높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의 의미를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상들이다. 더 나아가 이들의 일의 의미에 대한 탐색은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고령 장애인에 대한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건강하
고 적극적인 노후생활과 사회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을 촉진시켜주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일의 의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고령의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김미양, 2018; 송인주, 2010; 유영림, 2015; 이재영, 김진숙,
2012), 일부 준고령 정신장애인이나(이금진, 2007; 장혜경, 하지선, 2017) 고령의 뇌
병변장애인(이효성 외, 2007)의 일의 경험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관련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노인에게 있어 일은 기본적인 경제적 생계수단
이나 건강유지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아실현, 사회적인 역할이나 존
재, 활동적인 노후나 삶의 질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
양, 2018; 신현정, 2018). 또한 노년기 일은 재취업 등 경제활동이 아니더라도 봉사
활동 같은 다양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동기로 이어졌는데,
이는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거나 추한 노인이 되지 않으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일이
곧 삶 그 자체,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남순
현, 2015).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은 곧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는 과정이
라는 일의 의미 덕분에 회복이 가능해졌다(Deegan, 1996; 장혜경, 하지선, 2017 재
인용). 고령의 뇌병변장애인 역시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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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일을 통해서 의미 있는 시간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 건강, 더 나은
삶과 자아실현, 사회적 역할 등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효성 외, 2007).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연령과 장애라는 이중적 어려움에 직면한 고령의 시각장
애인 안마사들의 경우에도 일의 의미는 긍정적인 자아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인 건
강과 안녕,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차원에서 지각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대상으로 깊이 있는 심층면
담을 수행하면서 이들의 다양한 일의 의미를 현상학적인 질적연구 방법으로 도출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ʻʻ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지각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ʼʼ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일의 의미와 중요성
사전적인 정의로 일은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의 대상 등을 뜻
하며, 의미는 말이나 글, 행위나 현상이 지닌 뜻,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 등으로 정의
되고 있다(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종합해 볼 때, 일의 의미는 어
떤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뜻이나 가치 정도로 정의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일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
이다(송인주, 2010; Rosso et al., 2010; Steger, 2019). 예를 들어, 일의 의미는 일
의 수행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존재 의미가 될 뿐만 아니라 성장과 자기실현을 돕는
차원에서 유용하다(장형석, 2001). Steer와 Porter(1991)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교환으로써 돈이
나 만족 등의 보상과 같은 상호성 또는 교환의 의미 차원, 일을 통해 일터에서 새로
운 인간관계나 상호작용이 형성되는 사회적 기능 차원, 사회적인 지위나 계층, 개인
적 차원에서 정체감 차원, 자기-존중 및 자아실현의 의미 차원 등 다차원적으로 강
조하였다(장형석, 2001 재인용).
때문에 일의 의미는 고령 장애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고령과 장애라는 상황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역량에 있어 부정적, 차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역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지각하는 일의 의미에 대한 질적 탐색

149

설적으로 이들에게 있어 일의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인간은 만족하
기 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가치가 있고(장형석, 2001), 노년기는 다른 생
애주기 보다 인생의 회고와 성찰이 집중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령 장애인이
지각하는 일의 의미는 곧 이들의 삶과 노후의 안녕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실제, 비장애 고령자가 지각하는 일의 의미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의 의미는 이들의 삶을 관통하는 과정이자 결과로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유영림(2015)은 생애사 접근 방법으로 고령자의 일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이들은 자신의 일을 삶과 동일화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경제적 생계수단으로서의 일,
건강을 위한 일, 고용경력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서의 일, 독립을 위한 일, 행복을
주는 일들로 보고하였다.
송인주(2010)는 남성 고령자의 일의 의미를 초년기, 숙련기, 은퇴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초년기의 일의 의미가 생계유지, 자신의 역량이나 능력에 대한 실험
무대였다면, 숙련기에는 규범과 경쟁을 넘어서 자기의 중심을 찾는 과정의 의미, 은
퇴기에는 자기계발의 주체 즉, 성취,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면서 비로소 자
기만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태도로 도출하였다. 이재영과 김진숙(2012)은 고령자
에게 있어 일을 심리적, 정서적인 만족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제시하였다. 즉, 고령자의 자존감, 경제적 이득, 일의 매력, 사회적
인정이라는 일의 의미는 일의 동기와 삶의 의미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노년기 삶의
의미에 대한 상실로 인한 노인 자살문제 등과 같은 위기에서 유용한 것으로 제언하
였다(이재영, 김진숙, 2012).
장혜경과 하지선(2017)은 질적연구 방법으로 인쇄물이나 현수막 제작 일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의 경험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에게 일의 의미는 자신
의 회복을 촉진하고 무질서한 일상을 가지런히 만들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지각되고 있었다. 고령의 비근로 뇌병변장애인을
중심으로 조사된 이효성 외(2007)의 질적연구 결과에서도 일은 가족기능 손상과 회
복에 대한 희망,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회복하고 싶은 욕구,
삶에 대한 재해석과 사회에 대한 적응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에 근거해 볼 때,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지각하는 일의 의미
역시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 가족, 사회적인 차원에서 가치 있는 노년기
역할과 긍정적인 안녕 차원에서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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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일의 의미
2017년 우리나라 15세 이상의 전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38.9%로 집
계되고 있는데, 이중 전체 연령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은 22.1%로
15-19세의 7.9%에 이어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외, 2017). 또한 취업
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평균 171만원인데 비해 시각장애인의 평균 임금 수준은 196만
원으로 나타났다(김성희 외, 2017). 시각장애인의 취업 종사 영역은 단순노무가
26.1%로 가장 많고 기능원 및 기능관련 종사자가 13.6%, 서비스종사자는 13.5%로
나타났다(김성희 외, 2017). 이러한 결과들은 볼 때, 시각장애인 역시 다른 장애인들
과 마찬가지로 일의 경험이나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고령 시각장애인의 일과 관련된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
다. 임종호(2017)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데이터 중 60세 이상의 고령 시각장애인
428명을 2차 자료 분석한 결과 전체의 88%가 월 소득이 전혀 소득이 없었으며, 주
관적으로 생각하는 스스로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대해 가장 많은 66.1%가 하층이
라고 답하였다. 또한 노후를 대비한 비용은 97.2%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고령의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 의식(임종호, 2017), 일에 대한 만족도, 지난 1주간 근무시간, 한 달 수
입 만족도(권재숙, 2012) 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직업 유무는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준상, 2012).
때문에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에게 일에 대한 기회나 역량에 제한이 클 수 있어 다양한 일의 의미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의 상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
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에 의해 시각장애특수학교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자
만이 가능한 유보직종의 강점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다(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anamaup.or.kr).
최근 안마업에 대한 불법 경쟁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수입이 감소하고 근무 여
건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서울과 경기지역의 20대 이상 안마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일부 결과에 의하면 운영 주체가 개인이 법인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과반
수 정도는 정규직 고용 형태로 월 평균 150만원-2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민정, 2014). 때문에 다른 고령 장애인과 달리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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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까지 안마사라는 전문적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이야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일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집단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비고령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직업 상황(전
영환, 이태훈, 조성재, 2015; 한근진, 윤창욱, 최은희, 2017)이나 직무 만족 정도(김
민정, 2014), 노화(정임순, 2018) 등에 그치고 있을 뿐 고령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
로 일의 의미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헬스키퍼나 안마 바우처사업 등이 장애인
복지 정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한근진 외, 2017), 고령의 시
각장애인 안마사가 지각하는 일에 대한 의미 탐색은 이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
량 개발과 노후 지원을 위한 차원에서 그 함의가 더 크다. 더 나아가 그 동안 수동적
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부각되어 온 고령 장애인과 이들의 부정적인 노년기 삶에 대
한 시각이 강점 관점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지각하는 일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은 현상학적인 질적연구 방법으
로 진행하였다.

1. 현상학적 연구
질적연구의 한 접근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 경험에는 공통된 본질이 있다고
전제하고, 가능한 개념적 전제를 벗어던지고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김인
숙, 2016). 즉 현상학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사는 세계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세계에 주목하는 것이다
(Tagliareni, 2001). 현상학적 연구경험은 개인이 경험한 현상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Creswell，2010). 때문에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현상의 본질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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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생활 세계 속에 직접 들어가 연구 참여자가
생생하게 체험한 것을 기술하는 것으로 주로 참여자의 진술과 분석을 통해 체험된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Munhall, 1988).
이에 이 연구에서는 Giorgi(2004)가 개발한 현상학적 체험연구 방법을 사용해 ʻ일ʼ
이라는 체험의 본질구조를 탐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ʻʻ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지각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ʼʼ이
다. 이를 위해 그 의미와 구성 요소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은 그 본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이남인, 2014).

2. 연구참여자
일반적으로 양적연구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표본 선정이 중요하지만 질적 연구에
서는 개인의 고유하고 특별한 경험이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참여자를 ʻ목적 표집ʼ 하여(박승민,
2012)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성별

결혼상태

직업

장애등급

장애기간

일의 기간

참여자 1

68

여

사별

헬스키퍼
안마사

시각장애1급

18년

15년

참여자 2

72

남

기혼

시술원 운영

시각장애1급

43년

38년

참여자 3

69

남

기혼

안마원 운영

시각장애1급

64년

40년

참여자 4

68

남

사별

안마원 운영

시각장애1급

38년

34년

3.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참여자는 현재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시각장애인들이다. 적절
한 연구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협조를 받았으며, 소
개받은 연구참여자들을 직접 만나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생명윤리 규정 등을 엄격히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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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승낙한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은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약 1개월간 1-2회 수행 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1회기 당
1-2시간이 소요되었다.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희망하는 일터 혹은 가정을 직접 방문
하였으며, 1:1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비구조화된 면접지침을 활용하
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소명, 중요성, 일을 하는 이유 등의
주제로 구체화하여 진행하였다.
현상학적 방법 중에서도 Giorgi 방법은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얻은 언어를 그대로
기술하고 이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여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대상자 경험의 일반
적 의미구조를 도출 하는 특징을 가진다(김분한 외, 1999). 이를 위해 고령의 시각장
애인 안마사가 지각하는 일의 의미에 대한 일반적 의미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동의
를 구한 뒤 대화가 녹음된 내용을 필사하였다. 다음으로 필사된 자료를 여러 번 읽
고, 개념을 뽑은 후 이를 다시 범주로 묶는 방법을 활용하여, 범주들끼리 더 이상 묶
이지 않을 때까지 분석 작업을 지속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및 연구의 엄격성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네 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먼저, 사실적 가치(true value)를 확보하기 위해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중심의미에 대한 결과를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박사 2인과 지속적으로 논의하
고 검토하였다. 둘째,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을 위해 자료 분석의 내용을 연구 참
여자에게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장애인 복지관련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
사자 2인의 검토를 거쳤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자료에
서 발견된 주제와 범주에 대한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분석적으로 사고하였고, 각
인터뷰의 분석내용과 다른 자료들을 검토하여 공통적 의미를 찾아내고, 다르게 제시
된 내용을 전체 자료와 비교하여 그 의미를 가변적으로 해석하는 등 상충적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neutrality)확보를 위해 면접하기 전 연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판단을 내려놓고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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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이 연구는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지각하는 일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 4명을 심층 면담하여 현상학적인 연구방법으로 결과를 범주화 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지각하는 일의 의미는 <표 2>와 같이 도출되었다.
<표 2>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지각하는 일의 의미
범주

나를
확인하는 힘

독립적인
존재로서
바로 섬

기여할 수
있는 삶

주제

의미단위

나를 인정하는 과정

방안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다가, 맹학교에 와서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음을 깨달음, 가족을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 안마를 배움, 안마 실력
자가 됨,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함

평범한 일상을
가능하게 함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음, 사회적 활동이 자동으로 됨

위기가 기회가 됨

제2의 인생이 펼쳐짐,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바짝 듦, 가족을 괴롭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함, 공부도 더하게 됨

경제적 안정을 찾음

돈 버는 재미를 느낌, 금수저 할머니가 됨, 지금까지 먹고 살았음, 가족
을 부양하는 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찾는 힘

가족 부담 덜어주기 위해 용감하게 살아감, 자녀들 결혼시킬 까지 직업
도 없이 그런 것은 별로임, 가족을 책임 짐, 결혼해서 열심히 살게 됨

사회적 활동을 함

협회 회장을 함, 종교단체의 회장을 함, 중도 실명자 훈련기관을 만듦,
동아리를 조직함, 사람들과 모임 활동을 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

이 일하는 게 대단한 운동임,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생활의 리듬
을 갖는 것임

봉사할 수 있음

복지관 봉사로 방송도 타게 됨, 복지관에서 안마봉사를 함, 직접 솔선
수범을 보임, 도울 수 있는 것을 베풀자, 후원과 재능기부를 함, 봉사를
받는 사람이 아닌 봉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줌

삶의 이유를 느낌

너무 좋다고 시원하도고 하면 좋음, 내가 꼭 필요한 사람 이구나를 느
끼며 살아감,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기쁨과 보람을 느낌, 주변의 모
든 가족, 동료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함

소명을 느낌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포기하면 안 됨, 장애에 대한 정책이 발전
할 수 있으면 함, 장애인도 사회에 나와서 함께 하는 것이 좋음

1. 나를 확인하는 힘
연구참여자들은 시각장애를 얻은 이후 살고 싶지 않고, 사회적으로 아무와도 소통
을 하지 않고 혼자서 어둠 속에서 괴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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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직업인 안마와 침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을 해온 지금까지의 과정이 스스로를 인정하는 과정이 되었다. 또한 이들에게 있
어 일은 자신이 평범한 일상을 가능하게 해온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더욱이 장애를
맞닥뜨리고 맞이한 세상은 지금까지 본인이 알아왔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은 자
신이 용기를 낸 새로운 도전인 것이다. 즉, 장애라는 위기에 일은 새로운 기회였던
것이다.

1) 나를 인정하는 과정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
을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무엇인
가를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맹학교나 중도장애인을 위한
기관 등에서 안마와 침술을 배우며 스스로 실력자가 되었으며, 다른 장애인에 비해
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끼며 스스로를 인정하게
된다.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갈 때가 없으니까 시골에. 아버지도 시골에 계셨고 형님도 아직도 시
골에 계셔. 그러니 내가 시골에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전부 일하러 가시고 혼자 방에 있어
보니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바깥에서 맨날 떨어져서. 뭐 이렇게 붙이고. 1년 있다 보니까
한 후배가 대구에 맹인들 생활하는데 있다 그걸 알려줘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대구 구경을
하고 맹인들이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처음 만난
친구가 서울에 성인 단체가 있다 그래서 가니까 처음에는 광명에 맹학교가 있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받아줘. 그 당시에 내가 31살 때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애들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나. 공부를 또 못하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었어. 그런데 서울에 성
인기관 단체가 있다고 해서. 성인기관 단체 거기서 3년 공부를 했는데 안마, 지압, 침, 안
압. 아! 이건 나한테 맞다. 공부를 해보니 막상 재미도 있대 동료들이 많으니까. 똑같은 동
료들이 있으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이런 게 느껴지고 너무 좋아. 일을 혼자 어떻게
할까 창피스러운 것도 있고 바깥에 나가면 더욱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 지내고 교육받으니
너무 좋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러다 버스도 타고 다녔어. 우리끼리.
(참여자 3)

시각장애가 되어서는 열심히 살아야 하고.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걱정을 하잖아. 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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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태주는 것은 없어도 마음으로 하지. 걱정을. 그런 거 부담 덜어주고 힘들게 하지 않고.
나 이렇게 용감하게 잘 살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와서 처음
으로 시각장애자가 안마도 배우고 침도 배워서 뭐 한다는데. 점자인가 책자 배우는데 아이
고야 처음에는 눈뜬 사람도 살기 힘든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배웠더니 그냥 나도 배워서
그냥 먹고 살아. 그게 동기가 돼서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삼십 몇 년을 먹고 산거지. (참여
자 4)

2) 평범한 일상을 가능하게 함
연구참여자들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일과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다른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였다. 또한 일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회적 활동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 가게를 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일찍 자고. 작년까지만
해도 일이 적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할 정도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4시에 일어나면 준
비 셋팅하고, 안에 기구 갖고 운동도 하고. (참여자 4)

3) 위기가 기회가 됨
연구참여자들에게 일은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계기였다. 장애를 입고 괴로움에
가족들에게 의지하던 삶에서 스스로 바로설 수 있는 힘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자신
의 가족들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존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했잖아. 그 저기 보니까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
리가 사회복지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손주를 볼 거잖아. 손주
가 우리 할머니 대학교 나왔다고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야. 기왕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느니
대학에를 가보자. (참여자 1)

2. 독립적인 존재로서 바로 섬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안마사라는 일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바로설 수 있는 중요
한 도구가 되었다. 일을 할 수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바로설 수 있었고, 가족을 책임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또한 안마 일을 통해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건강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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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안정을 찾음
연구참여자들은 일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았고, 먹고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었
다. 시각장애인에게만 보장되었던 안마일은 이들이 가정을 이루며,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힘이었다. 또한 뒤늦게 안마를 습득한 이들은 가족들에게 용돈도 주거나 돈 버
는 재미를 느끼는 등 부양자로서의 경제적인 역량은 물론 자신감까지도 갖게 되었다.
우리 집사람은 돈 빌리러 간적 없어요. 돈 하면은 내가 빌려다 주는 것도 빌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나는 돈을 벌면 무조건 은행에 갔다 넣었어. 돈 하면은. 언제나 갔다 줬
고. 애들 공부시킬 때도 큰 딸 돈을 빌려서 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내 돈에서 줄 생각을
하고. 애들 공부시킬 때도 애들 등록금이고 뭐고 그랬지. 물론 보험 들고 해갖고. 다 준비해
서 했지만은 다 그렇게 했어요. (참여자 4)
집안에서는 시각장애인 할머니지만 쌍둥이 손녀들에게 부자할머니 소리도 듣고, 손녀들의
특기생활, 수영, 피아노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말 그대로 금수저 할머니에요. (참여자 1)

2)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찾는 힘
장애를 입은 것 때문에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연구참여자들이 하는 일은 가족들을
안심시켜 주는 중요한 원천이었다. 스스로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감하
게 살아가며,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책임져왔다. 자녀들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
여주며 부모로서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힘이 이들에게 일이었던 것이다.
애들까지도 아직 결혼도 못시켰거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직 애들 결혼시킬 때까지는 아
버지가 시각장애인인 것도 그런데 직업도 없이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가게라도 하고 있
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 힘이 되는 데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참여자 4)

3) 사회적 활동을 함
연구참여자들에게 일은 사회와 장애인을 연결해 주는 통로였다. 일을 위해서 만난
장애인들과 모임을 만들고, 사회기관을 만들기도 하였다. 다양한 모임의 회장도 하
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시켜주는 힘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정식 모임은 두 개 있고. 수시로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심심하면 모여서 놀아요. 지금도 친구
들이 모여 갖고. 술 타령하고 있는데 ○○하고, 나○○하고, 남○○이하고 모였대.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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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
연구참여자들이 하고 있는 안마는 정신적으로는 생활의 리듬을 잃지 않게 하는 중
요한 도구이다. 꾸준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 꾸준한 일상생활 유지
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몸을 쓰는 일인 만큼 일 자체가 이들에게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리고 손님 오시면 이 일하는 게 대단한 운동이거든. 손님을 하루에 세분만 주물러도 운동
량이 대단해요. (참여자 2)

3. 기여할 수 있는 삶
연구참여자들에게 일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감사하다는 말에 스스로의 삶의 이유를 느끼기도 하고, 다
른 장애인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소명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1) 봉사할 수 있음
연구참여자들에게 일은 사회에 봉사하는 도구였다. 복지관 같은 곳에서 안마봉사
를 해왔고, 장애인도 봉사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 놓은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도부터 해 놓은 게 내가 할 때 처음에 시작하기는 우리 돈 들여서 우리 사비로, 밑에
이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앞장서서 우리가 안 만들면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이사
들을 채찍질 해가지고. 이제 복지관 그 당시에는 진짜 고통이 많았어요. 우리 돈 들여 가지
고 이동하려고 하니깐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이사들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 그거 참자해
서. 가면서 그 당시에 봉사활동을. 지금은 이친구들이 20분씩하고 10분하고, 그렇게 하면
한쪽 귀퉁이 밖에 못해. 그런데 우리들은 1시간씩 봉사활동하면서 우리가 이건 해줘야 한
다. 내가 회장을 맡아 있으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다른 사람들 땡땡이 칠까봐. 내가 직접
했거든. 그랬더니 이사들도 땡땡이 못치고 직접 하는 거야 한 시간씩. 그게 호응도가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복지관에서 시에다가 너무 고맙다고 하고. 방송도 타고 그래가지고. 봉
사단 단체. 시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1위를 해서 상품까지 받았지. 그렇
게 시작된 것이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돈을 받고 지금 일하잖아. 안마사를.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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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이유를 느낌
이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다. 자신에게 안마를 받은 사람들
이 건강해졌다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일을 하다보면 목 디스크나 허리디스크와 신경통으로 수술을 하셔야 한다는 분들도 안마를
받으며 몸이 좋아져 수술을 안 받아도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는 안마를 정통 가르침대
로 했어요. 집중적으로 30분씩 운동, 오관운동 다리 돌리기, 손가락 돌리기 손가락 발가락
골라주기. 앞꿈치로만 걷기도 하고, 뒤꿈치만으로 걷기도 하고. 매실 베개를 사용하는 방법
들도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만나면 너무 좋다고 가족이 다하고 있다며 감사
하다는 말을 들을 때 기쁨과 보람을 느껴요. 특히 요양원들에 와상환자 어르신들이 계신데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으로 이번 여름 무더위에 많이 힘드셨다는데. 그분들을 앉혀서 일으켜
드린 다음에 만져드리고. 보듬어드리고.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얘기를 드리면 애기처럼 기
뻐하세요. 이분들에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껴요.
(참여자 1)
할머니라든가. 받으면서 너무 좋다고 시원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게 참 좋은 거예
요. 하면서 또 그게 우리 미래이고. 우리만 도움 받고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베풀어 주자. (참여자 3)

3) 소명을 느낌
이들은 장애를 입고 많이 힘들었지만 일을 통해 사회에서 바로 서게 되었고, 다른
장애인과 사회시스템이 발전해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
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장애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찾아 올 수 있는 것인 만
큼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이 인식되지 않기를 본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다.
지금도 이 뒷방에서 밖에 못 나오고 그렇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도. 여기 손님
들 받으면서도 몇 사람을 복지관에 추천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을 몰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시각장애인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그래서 몇 사람을 거기 가면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업도 거기가면 얻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해줘도 몰라요. 그런데도. 보호자들
이지 대부분, 보호자들이 와서 이야기 하고, 이웃이 와서도 이야기 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
요.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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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꿈도
있고 희망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어버리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포기해 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그
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차피 나는 내가 스스로 살아야 한다. 내가 막말로 일
자리도 없고, 안마도 할 데가 없다. 그러면 막말로 청소를 해주던지 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
서 살 수 있는 것을 만들려는 생각이지. 누가 줘서 얻어서 뭘 할 생각은 없거든요. 여태까
지 그런 생각도 안했고. 앞으로 우리 사회도. 그런 거를 이제 복지가 많이 발전이 되면. 앞
으로 우리 장애자들도 젊은 애들도 자기 신체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은
희망을 갖고 다시 도전을 하고. 희망을 갖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참여
자 4)

Ⅴ. 결 론
이 연구는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지각하는 일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는 현재 안마사로 일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시각
장애인 4명이며, 1:1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Giorgi(200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지각하는 일의 의미는 ʻ나를 확인하는 힘ʼ,
ʻ독립적인 존재로서 바로 섬ʼ, ʻ기여할 수 있는 삶ʼ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지각하는 일의 의미에 대한 본질이 노년기 가치
있는 개인이자 가족적, 사회적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정체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연구 결과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있어 일은 ʻ나를 확인하는 힘ʼ이었다. 장애
를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던 시기에 시각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인 안마사는 그들이 우리사회의 성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이었다. 이들
은 일을 통해서 정안인과 같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장애를
입은 후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람
들은 직업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뿐 아니라 사회적 정체
감을 느끼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참여자인 고령의 시각장애인들 역시 일을
통해 스스로의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 재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물론 고령의 장애인들에 있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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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시각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전영환 외, 2015) 중증시각장애인의 고용율이 경증시각장애인의 절반에도 미
치지 못할 정도로 일에 대한 기회나 의미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온 것이 현실이며,
시각장애인이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정서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의 연
계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시각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으나 안마업 만이 정부가
인정한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으로 많은 중증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로서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임안수, 2010) 이에 대한 유지와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실제 중증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고, 고령에도 자영업이 가능한
직종이 안마업이지만(전영환 외, 2015), 최근 안마시술소 등이 시각장애인의 자격을
차용해 운영하는 등 합법성을 앞세운 퇴폐업소로 변질되어감에 따라 안마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한근진 외, 2017). 그나마 지역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서 지자체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로 안마사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 시각장애인 안
마사들이 건강 증진에 대한 경험과 경력이 전문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노케어, 자기 돌봄의 실천 전문인력으로 교육・양성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최근 경증치매 노인 지원을 위한 인
지지원등급이 신설되고, 치매부양자의 휴식을 강화하는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
는데, 이러한 공적 지원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여 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역
할을 더욱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안마사라는 일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의 구심점을 회복하는 중요한 힘이었으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 통로이기도
하였다. 즉, 고령임에도 한 가정의 부양자이자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가족과 사회
안에서 온전히 자신의 존재와 자아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이었던 것이다. 또한 자신이
노인이자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 속
에서 가치 있는 역할과 정체성을 찾는 등 삶의 적극적인 주인으로서의 인식을 강하
게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의 장애인들 역시 일에 대한 욕구와 역량은 여
전히 높고, 일에 대한 의미 역시 생계수단을 넘어 주체적으로 삶을 위해 건강하고
성숙한 자아를 실현하는 ʻ주체자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제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시선이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고령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지각하는 일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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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일과 관련
된 연구(김현영, 박현주, 2018; 송종균, 진행미, 김정은, 2017; 이준상, 2012; 조성
재, 2010), 고령자들의 일의 의미에 관한 연구(김미양, 2018; 신현정, 2018; 유영림,
2015), 장애고령자의 취업경험에 대한 연구(강승원, 2018)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당연한 복지 대상자로 고려되는 고령 시각장애인의 현재 일의 경험과 일
의 의미를 밝힌 연구결과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연구가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모두 일부 지역의 소수의
고령 안마사를 대상으로 횡단의 질적연구 방법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에 있어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애주기, 장
애유형, 직업 또는 직종별 특성 등이 반영된 연구참여자가 더 많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의 경험과 의미를 양적,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규
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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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in depth the meaning of work in elderly masseuses
with visual impairment. The participants were masseuses with visual impairment aged 65 years or
older. One-to-on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participa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to March 2019 and analyzed using the
Giorgi(2004)ʼ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eaning of work that the
elderly masseuses with visual impairment perceived was derived as 'the power to confirm me',
'emerging as an independent being', and 'life to contribute'. In spite of the dual difficulties of aging and disability, the meaning of work in the elderly masseurs with visual impairment was very
diverse and was similar to those previous related research results. That is, they perceived the
meaning of work as a positive self, an active and independent aging life, social value and role
dimension.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as basic data to solve the limited negative perceptions of the diverse life and capabilities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participants,
and to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ir positive and active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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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투고신청서와 원고작성요령은 본원 홈페이지(www.koddi.or.kr – 자료실장애인복지연구) 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koddi.jams.or.kr)에서 내려 받아 작
성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2. 발간 횟수 및 발간일
장애인복지연구 발간 횟수는 연2회로 하며,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 투고 시기
장애인복지연구의 원고는 상시 투고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시간과 발간일
을 고려하여 6월 30일 발행본은 4월 30일, 12월 31일 발행본은 10월31일에 원고
접수를 마감한다. 제출된 논문은 ｢장애인복지연구｣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
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제출처
장애인복지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https://koddi.j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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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연구업무규정 제11조(학술지발간)에 따른 한국장애인개
발원(이하 ʻ개발원ʼ이라 한다)의 기관지인 ｢장애인복지연구｣의 발간 및 관
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명칭 및 언어) 본 학술지의 명칭은 ｢장애인복지연구(Disability
& Social Welfare)｣로 하며 사용언어는 국문과 영문으로 한다.

제2장 논문투고
제3조(투고자격) 「장애인복지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관지로서 투고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투고내용) ①원고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임상, 장애학, 장애문제 또는 이
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논문으로 한다.
②게재할 논문은 어떠한 표절내용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중복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석․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타 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 게재
가능하며, 학위논문 투고 시 각주에 학위논문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5조(발간일정) ① 발간일정은 연2회 정기적(6월 30일, 12월 31일)인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논문 접수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상시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기간과
발행일을 고려한 접수 마감일은 아래와 같다.
1. 6월 30일 발행본 :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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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월 31일 발행본 : 10월 31일
③심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공고 한다.

제6조(논문제출) ①논문 투고는 장애인복지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
스템(https://koddi.jams.or.kr)에 접속하여 파일로 제출한다.
②원고작성요령은

장애인복지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s://koddi.jams.or.kr)을 통해 공지한다.
③심사료 및 게재료: 없음
④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투고된 논문의 성격이 본 지와 맞지 않
거나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논문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논문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

제7조(저작권) 본 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확정인 논문의 저작권은 본 지가 소
유하게 되며, 본 지의 허락 없이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8조(작성 요령) ①논문의 매수는 초록과 참고문헌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작
성요령에서 제시한 양식에 의하여 25매 이내로 제한한다.
②원고작성 요령은 [별지1]의 논문작성 요령과 같으며, [별지1] 이외의 원고작
성 요령은 APA양식에 준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9조(편집위원회 구성) ①『장애인복지연구』의 발간을 위한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편집위원 및 위원장은 정책연구실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 업무) ①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
정·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편집위원회는 『장애인복지연구』 발간에 있어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제소되
었을 때 장애인복지연구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편집위원회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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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논문 심사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및 편집위원) ①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하며 편집위원장이 결정하여 위촉한다.
②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연구자 무기명 상태로 심사위원 3인에게 제출된
원고 사본을 송부한다.
②심사위원은 기본 심사양식인 논문심사평가서<서식 2>에 기초하여 심사한
다.
③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 주제의 학술성 및 전문성
∙ 목적의 명료성 및 내용의 일치성
∙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 연구의 독창성 및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 장애인복지분야의 공헌도, 유용성
④심사위원의 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게재 : 제출된 논문이 별도의 수정없이 게재하기에 적합함
∙ 수정 후 게재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만 특정 부분에 수정이 필요함
∙ 수정 후 재심 : 게재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며, 특정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
사함
∙ 게재불가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⑤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2] 심
사판정표에 따라 ʻ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ʼ로 판정한
다.
⑥5항에 따른 편집위원장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투고자는 판정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1. ʻʻ게재ʼʼ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2. ʻʻ수정 후 게재ʼʼ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내용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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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조표 <서식 3>과 함께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만큼 받아들여졌
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3. ʻʻ수정 후 재심ʼʼ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내용을 수
정대조표 <서식 3>과 함께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ʻʻ수정 후 재심ʼʼ 판
정을 내린 심사 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 때의 판정은 ʻʻ게재ʼ
ʼ, ʻʻ게재불가ʼʼ로만 한다.
4. ʻʻ게재불가ʼʼ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편집 확정) ①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는 편집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보고서 최종 검토와 편집을 확정한다.
②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전자메일로 전달하며, 편
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을 의뢰하며, 출판 의뢰 이후에는 논문
을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명백한 오류 및 오탈자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
집위원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편집자는 투고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논문접수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을 정확히 명시한다.
④동일인(주저자·교신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
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⑤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투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
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⑥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재투고) ①ʻ게재불가ʼ 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저자는
최종판정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 1회에 한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
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
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장 연구윤리
제16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이 규칙에서 제시하는 ｢장애인복지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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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반행위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
재, 공적허위진술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ʻʻ위조ʼʼ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ʻʻ변조ʼʼ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
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ʻʻ표절ʼʼ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
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ʻʻ부당한 논문저자 표시ʼʼ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
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
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단,
연구에 작은 기여를 했으나 공동연구자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주, 서문 등에 기여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5. ʻʻ중복게재ʼʼ는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
위를 말한다(단,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
을 축약·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6. ʻʻ공적허위진술ʼʼ은 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대하여 허
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또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17조(장애인복지연구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①장애인복지연구에 게
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하기 위
하여 장애인복지연구윤리위원회(이사 ʻ윤리위원회ʼ)를 설치·운영한다.
②윤리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연구｣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윤리위
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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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장애인복지연구의 연구윤리위반 행위의 조사내용과 절차는 한국장애인개발
원 연구윤리규정 제4조(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제4조의 2(예비조
사), 제4조의 3(본조사), 제5조(진실성 검증 시효), 제6조(진실섬 검증 원칙),
제10조(피조사의 권리보호)의 규정된 사안에 따라 제16조에 제시된 연구윤
리위반행위를 심의한다.

제18조(판정) ①윤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윤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
의한다.
③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정책연구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책연구실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애인복지연구 운영규칙 <제5
장>에 따라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19조(후속조치) ①연구윤리위반행위의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연구윤리위반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장애인복지연구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4. 장애인복지연구 논문투고 자격 박탈 및 정지
5. 기타 적절한 조치
②제1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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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병과를
할 수 있다.

제20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
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21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
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
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보자,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
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연구윤리위원
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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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의 순서
모든 논문은 아래 제시된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한다. 다만,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
은 영문초록을 앞으로, 국문초록을 뒤로 배치하되 국문초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논문제목
② 저자성명(소속 및 지위)
③ 국문초록(600자 이내) 및 주제어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영문초록(250단어 이내, 논문제목, 성명, 소속, 본문, 영문주제어 순)
⑦ 부록(필요한 경우)

2. 분량 및 용지설정
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글 2002 이상)로 작성하며, 논문의 분량(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부록 포함)은 25쪽 이하로 작성한다.
② 용지설정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용지종류

A4(210×297mm)

용지여백

위쪽: 38mm 아래쪽: 38mm
왼쪽: 35mm 오른쪽: 35mm

머리말: 15mm 꼬리말: 10mm
제본: 0mm

글자모양

글꼴: 휴먼명조
크기: 11pt

장평: 95%
자간: 0%

문단모양

정렬방식: 혼합
문단여백: 왼쪽 0pt, 오른쪽 0pt
들여쓰기: 2(space bar)

줄간격: 160%
문단 위: 0pt, 문단 아래: 0pt
최소공백: 100%

3. 저자 성명
① 저자는 성명을 표시하고 소속과 지위는 각주 처리하여 표기한다.
② 논문의 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표기하며, 공동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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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문초록
① 국문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며, 600자 또는 A4 1/2 분량으로
한다.
② 국문초록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제어

:

... (휴먼명조 10pt,

네모 틀 안)

수요자 중심주의, 직업재활서비스, 연계(휴먼명조

9pt,

진하게, 주제어 3개 이상)

5. 영문초록
① 영문초록은 250단어 또는 A4 1/2장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② 영문초록은 논문제목, 성명(직위, 소속), 요약, Key words 순으로 작성한다.

6. 본문
① 논문의 작성언어는 한글과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문자를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아래 예를 따른다.

∙항목순서 Ⅰ → → →
∙항목설정
:

.

1.

1)

(1)

→①→가

.

Ⅰ. 휴먼명조 16pt, 진하게
1.

1)

휴먼명조
휴먼명조

(1)

휴먼명조

14pt,

12pt,
11pt,

① 휴먼명조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11pt

가. 휴먼명조

11pt

④ 표와 그림은 아래 예시와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표 제목은 표의 상단 중
앙,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 중앙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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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표(그림) 제목 글꼴: 휴먼명조
표(그림) 제목 크기: 10pt

글꼴: 휴먼명조
크기: 9pt
줄간격: 130%
선모양: 위, 아래(0.4mm)

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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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단위 글꼴: 휴먼명조
표 단위 크기: 9pt
표 단위 정렬: 표 위 오른쪽
(예) (단위 : %, 명)

7. 문헌의 인용
① 본문 내의 문헌인용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다.

□ 간행물 혹은 편집된 저서에 실린 단일 문헌의 경우의 표기
∙본문에서 저자와 연도만을 표기한다 예
∙저서의 경우에는 저자 연도에 이어 쪽수를 표기한다 예
(

1).

,

(

예1)

...

특성이 있음이 밝혀졌다(이희성, 장성만,

예2)

...

주장이 제기되었다(김경애,

2).

1992).

2000, pp. 77-80).

□ 단독 저자의 연구가 하나만 인용되었을 경우의 표기

∙국내 문헌의 경우 자료 출처에 있는 성명과 출판 연도를 그대로 본문 내에 기입한다 국내 저자
.

의 경우 저자의 이름이 논문 중에 나오면 저자의 성명을 쓰고 출판 연도는 성명 옆에 괄호로 묶
어 표기한다. 서양 저자는 영어로 성만 표기하고 동양 저자의 이름이라도 영문으로 표기된 연구
를 인용했을 경우 저자의 성만 표기한다.
예) 이남순(2006)은 아동들의 관심이 수업에 반영되었을 때,
예)

Hoffman(1980)은

...

남성보다 여성이 도덕적 원리를...

∙저자의 이름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할 내용의 문장을 끝낸 후 마침표를 찍기

전에 괄호 안에 완전하 저자명(단,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저자의 성만)과 쉼표(,) 그리고 출판 연
도를 제시한다.
예)

...라고

주장하였다(이남순,

2006).

예) 민감성은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Damon,

1986).

□ 여러 저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인용했을 때의 표기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를 본문에서 인용했을 때는 두 저자명을 ʻ와 과 ʼ로 연결하여
(

그 연구가 인용될 때마다 두 저자명을 모두 적는다(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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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에 저자명이 언급되지 않고 문장 끝에 괄호로 묶어 처리했을 때는 한국 문헌과 동양 문
헌의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 문헌의 경우는 ʻ&ʼ를 사용한다. 그리고 복수 연구물은 세미
콜론(;)으로 서로 다른 연구임을 표기한다(예
예1) 강영숙과 고윤주(1992)는...

2).

/ Dobson과 White(2006)는...

예2) ...라고 주장하였다(강영숙, 고윤주,

1992; Dobson & White, 2006)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처음 인용할 때에
만 모든 연구자의 성명을 표시하며(예

1),

두 번째 인용할 때부터는 첫 저자명만 쓴다(예

예1) 김상희, 박성연, 이옥경(2006)의 연구에서는...
Liben, Mandler, Nelson,

와

/ ..을

Norder(1997)등은... /

분석한 연구(김상희, 박성연, 이옥경,
연구자들(Liben,

2).

2006)에서는...

Mandler, Nelson, & Norder, 1997)

은...
예2) 김상희 등(2006)의 연구 결과...

/ Colman

등(1997)은...

∙여섯 명 이상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때부터 저자의 이름을 모두 표기
하지 않고 첫 저자명만 쓰는데 첫 저자명 다음에 ʻʻ등ʼʼ 혹은 ʻʻ외ʼʼ 라고 쓴 후 출판 연도를 괄호로
묶어 표기한다.

□ 저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본문 중에 저자명이 없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한 연구를 인용했을 때에는 기관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완전한 기관명을 밝힌다.
예) 최근 연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6)에 의하면... /

외국의 연구(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97)

결과는...

□ 재인용

∙재인용은 다른 연구의 인용 방법과 같으나 본문에 인용할 때는 원전 저자명과 출판년도 과 재인
,

(

)

용한 자료의 출처를 콜론(ʻ:ʼ)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예1).

∙저자명이 본문 중에 제시될 경우 원전의 출판 연도 뒤에 콜론을 한 후 재인용 출처의 저자명과
이 자료의 출판 연도를 적고 출판 연도에 이어 ʻʻ에서 재인용ʼʼ이라고 표기한다(예2).

∙괄호 안에 원전 저자명과 출판 연도가 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전 저자명과 출판 연도는 쉼표로
구분하고 원전 출판 연도 뒤에 콜론을 하고 재인용 연구의 저자명과 출판 연도를 적고 ʻʻ에서 재
인용ʼʼ이라고 적는다(예3). 이를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할 때는 재인용 문헌만을 표기하면 된다.
예1)

이희성(1990: 권양희,

예2)

...을

예3)

...라는

1998에서

제시하였다(Hoffman,

재인용)은...

1979:

김경혜,

주장이 제기되었다(Maharish,

1991에서

재인용).

1951: Gordon, 198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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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괄호 안에 두 편 이상의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의 표기 순서

∙동일인에 의한 연구가 두 편 이상 인용되었을 때는 출판 연도 순으로 인쇄중인 것은 맨 끝에
(

)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 이 때 저자명은 한 번만 기입하고 출판 연도까지 동일할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서로(영문의 경우는 알파벳 순서) 출판 연도 뒤에 소문자 a, b, c를 붙여 구분하여 제
시한다(예 3). 그리고 참고문헌 목록도 같은 요령으로 수록한다.

예1)
예2)

선행 연구들(나영대, 김승기, 1992, 1999, 인쇄중)에서...
선행 연구들(Hill & Cochran, 1996, 1997, in press)에서...

예3)

최근 연구(천명기,

1999a, 1999b)에서는...

∙한 괄호 안에 여러 저자들의 연구가 두 개 이상 표기될 때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 영문은 알파벳
(

순)으로 쓰고 연구와 연구 사이에는 세미콜론(;)을 찍어 연구들을 구분한다.

예) 여러 연구(장근영,

1998a, 1998b;

홍성기,

1999; Allen, 1981)에서는...

□ 국내와 동서양 문헌이 모두 포함될 경우
∙국내 문헌 동양 문헌 국가명의 알파벳 순서
,

(

예) 여러 연구들(장시철,

),

한가람,

2000;

서양 문헌의 저자순으로 나열한다.

1994; Elkind, 1991; Mussen, 1995)

등에서...c

8.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의 작성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다.

□ 일반적인 원칙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서적 순으로 열거한다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로 된 이름은 성
,

,

,

,

.

,

(surname)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은 첫글자(initial)만 표기한다.

∙책명은 국문의 경우에는 고딕체

(Gothic)로,

영문의 경우에는 이탤릭(Italic)체로 한다. 단, 고딕체나

이탤릭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밑줄로 대신한다.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

단행본이나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참고문헌은 저자 및 출판년도 책이름 출판 지역 및 출판사 순서로 쓰고 이들 사이에 마침표
,

를 찍고

1

,

,

( . )

칸씩 띈다.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저자 출판 지역 및 출판사는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출판 지역은 잘 알려진 도시는 도시명만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는 도시명
,

,

,

과 주(또는 국가) 이름을 같이 표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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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의 경우
∙저자가

1인인

예) 김성태
예)

경우

(1994).

발달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Atkinson. J. W. (1964).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Princeton. NJ: Van Nostrand.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기하되, 영문으로 된 참고문헌에서는 가장 마지막 저자 앞에

&(ampersand)

기호를 넣는다.

예) 한범숙, 윤미란, 이경민
예)

(1994).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예)

Coltheart, M., Curtis, B., & Lyon, S. (1996). Obesity (2nd ed.).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Inc.

∙편집한 서적인 경우
예) 이정한, 남주성(편)
예)

(1996).

질적연구의 이해. 서울: 미래출판사.

Schubert, W. H., & Ayers, W. C. (Eds.). (1992). Minimal brain dysfunction in children. New York:
Longman.

∙재판 再版 이상인 경우
(

)

예) 이정한, 남주성
예)

(1996).

질적연구의 이해 (2판). 서울: 미래출판사.

Levine, D. U., & Havighurst, R. J. (1995). Society and education (8th ed.). Boston: Allyn and Bacon.

∙번역서인 경우
예)

Crane, W. C. (1983).

예)

Sartre, J. P. (1958). Being and nothingness. (H. E. Barnes, Tran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발달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원전은

1963년에

출판).

(Original work published 1943)

∙저자 또는 편집자가 없는 경우
예) 백석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천안: 백석대학교.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Author.

∙학술대회 등의 발표 자료용으로 만들어졌으나 출판되지 않았을 경우 학술발표 연월일과 장소를
,

기입하고 ʻ미간행ʼ 임을 표기한다.
예) 이건우

(2000).

대중가요의 검열과 세대갈등: 세기말의 힙합문화를 중심으로. 심포지움 대중 문화의 시대

발표 논문. 3월 8일. 서울: 세종 문화회관. 미간행.

□ 정기간행물인 경우

∙정기 학술지에 나온 논문인 경우
:

학술지 및 권(volume)에만 밑줄을 긋거나 이탤릭체로 한다.

｢장애인복지연구｣ 논문작성법

:

쪽의 범위를 나타낼 때에는 쪽을 나타내는 기호인

예) 황윤한

(1995).

pp.

181

를 쓰지 않는다.

제6차 교육과정과 구성주의적 교육. 교육학 연구.

33(1), 237-252.

Lapp, D., & Flood, J. (1994). Integrating the curriculum: First steps. The Reading Teacher, 47, 416-419.

∙비학술지 잡지 에 실린 기고문
(

)

,

寄稿者 가 나타나 있는

논평, 논설, 칼럼(column)인 경우: 기고자(

)

경우는 기고자를 먼저 밝히고, 기고자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고문 제목을 먼저 쓴다.
예) 김미연(2000.
예)

12).

남해 기행. 새 벗.

43-45.

Henry, W. A., III. (1990, April 9). Beyond the melting pot. Time, 135, 70-76.

∙주간지 일간지에 실린 기고문 논평 논설 칼럼
,

:

,

,

記事 인 경우

기사(

(column),

)

기고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 춤추는 대학입시.

:

,

(1996. 3. 6.).

한국교육신문,

p. 2.

기고자가 밝혀진 경우
예) 김철수.
예)

(2002. 8. 12).

제왕적 대통령은 헌법유린. 동아일보.

6.

Henry, W. A., III. (1990, April 9). Beyond the melting pot. Time, 135, 70-76.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
예) 공선옥

(1997,

가을). 내 생의 알리바이. 창작과 비평,

82-137.

□ 학위논문의 경우
예) 이진희
예)

(1997).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천안대학교 대학원, 천안.

Wiebe, M. J. (1994). Implications of autistic symptomotology for congenital rubella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bama, Tuscaloosa, AL.

□ 초록 문헌의 경우
예) 한덕웅, 이경성
표 초록집,

예)

(1999).

대학생의 신체 질병을 예언하는데 관련된 요인들.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

pp. 190-193. 8월 19일.

서울: 연세 대학교 제

2

인문관.

Woolf, N. J., Young, S. L. (1991). MAP-2 Expression in cholinoceptive pyramidal cells of rodent cortex
and hippocampus is altered by Pavlovian conditioning. Society for Neuroscience, 17, 480. [Abstracts]

□ 재인용 자료들의 제시

예) [본문에서는] 김혜숙(1990; 김혜숙,

2001에서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 문헌만을 제시]
김혜숙

(2001).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집단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성편견, 인중편견과

한국인의 성편견, 지역편견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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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논문저자 및 심사정보 표시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 시 초록 하단에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표시하고 교신
저자는 이메일 주소를 명기하도록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을 영문초
록 하단에 표시해 발행하도록 하며,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다.
∙투고일 : 논문투고신청서 및 투고논문이 도착한 날짜
∙심사일 :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한 날부터 ʻ그대로 게재ʼ 논문은 최종심사결과
가 나온 날짜, ʻ수정 후 게재ʼ 논문은 수정논문이 제출된 날짜, ʻ수정
후 재심ʼ 논문은 재심결과가 나온 날짜까지
∙게재확정일 : 편집위원장이 게재확정을 내린 날짜

〈편집위원장〉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장)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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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조한진
이선우
정승원
신현욱
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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