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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새로운 30년을 위하여
더욱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는 나와 네가 아닌 ‘함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
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아마 사회 속에서 나와 네가 아닌 우리라는 뜻이 담
겨 있는 속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시각에서 1989년 설립 이후 그동안 ‘장애인 정
책개발과 자립지원의 중추기관’이 되기 위하여 현실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온 한국장애
인개발원의 지난 30년은 물리적 시간의 개념을 넘어 국내 장애인복지 역사에 있어 의미가 매우
큽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시작으로 장애인정책 개발연구, 직업재활 지원·일자리 개발·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는 물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아·태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이행기금운영사무국 역할
등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해온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바로 이 ‘함께’라는 단어를 현실화하고 사
회 곳곳에 넓고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한마디
로 표현하면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동일한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를 만들고, 지역과 국경을 넘어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는 통합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약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20인당 1인으로, 4인 가
구 기준으로 5가구 중 1가구 구성원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은 산업이 빠르게 다양해지고 미세먼지와 같이 삶의 환경이 나빠질수록 더욱 높아갈 수밖에 없
는 상황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속 발전 가능한 공공기관으로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장애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이제 지나온 30년
을 넘어 새롭게 맞이할 30년과 50년, 100년을 향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현
재 개발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으로서 2018년 수립한 ‘10대 혁신로드맵’을 기반으로 정책연구와
주요 사업의 전문화와 현실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도 바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부
여된 그러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기관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장애인
개발원의 새로운 미래를 희망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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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
용사회 구현을 위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건강

한국장애인개발원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개발원 역사와 장애인정책의 발전과정을 엮

지원체계 개편, 교육·문화·체육기회보장,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권익 및 안전강화, 사회참

은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 활성화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와 70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 수행에 있어 정책의 당사자인 장애인과 정부를 이어주는 가교(架橋) 역할

우리나라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과 1988년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계기

을 해오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30년간 장애인

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1990년대는

정책과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왔으며, 현재도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등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였고,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복지 진흥, 자립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발전에

장애인 의료, 직업, 교육, 재활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원의 역할이 계속 확대되길 기대합

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대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

니다.

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
인연금 도입, 활동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 범위가 더욱 확대·발전

1989년 4월 설립되어 어느덧 30년을 이어온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

되었습니다.

하드리며, 최경숙 원장님 이하 개발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에 힘입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전합니다.

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충분치 않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남아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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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arrier-Free) 인증, 전국 17개 시도의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운영해오면서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실현을 성장·도약시키고 선진화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주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수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창

핵심 공공기관입니다.

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책자 발간도 축하합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주요 사업을 법으로 명문
화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

장애인복지란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니

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되는 「한국장애인

고 있다는 인간존엄성의 실현으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선진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삼고 있

개발원 30년사」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귀중한 역사적 자료이며, 향후 일류 선진복지국

는 복지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 권익에

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를 기록하는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대한 법률제정과 정책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고, 1988년부터는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을 비전으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대한민국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

현재까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창립 30주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경숙
원장님을 비롯해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정책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시기인 1989년 설립

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장애인체육업무를 시작으로 장애인정책 개발 연구, 직업재활 지원·일
자리 개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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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30 YEAR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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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Global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 글로벌

아·태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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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선은 언제나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향합니다.
지난 30년의 발자취에 이어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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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Human

/ 사람

장애인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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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장애인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 도전으로 일구어 낸
지난 30년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을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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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Job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 직업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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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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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Space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 공간

모두에게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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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장애인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 도전으로 일구어 낸 지난 30년과 같이
장애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이 손에 닿을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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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10대 뉴스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10대 뉴스 중심으로

32

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과거, 현재, 미래 픽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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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10대 뉴스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1980년대는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중대한 격변의 시기였
다. 1960~70년대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고도성장 정책이 한계에 부
딪치고, 신군부의 등장과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
에서도 ‘88서울올림픽’과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Paralympics)’은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그

응답하라 1988,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과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러한 홍보효과는 정부 정책적으로도 그동안 외면돼왔던 장애인 인권
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유발시켰다.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은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보급은 물
론 결론적으로 국내 장애인 복지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올림픽
을 통해 띄워진 장애인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1989년 4월,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후속 기구로 ‘한국장
애인복지체육회’가 설립된다. 오늘날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탄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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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10대 뉴스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문화예술 분야는 2000년대 들어 가장 주목받는 장애인복지 영역 중
하나이다.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주요 업무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등
체육업무와 장애인복지진흥이었다. 체육회는 1991년 국내 최초로 장
애인 작가를 대상으로 ‘곰두리문학상·미술대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장애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속적
으로 활동무대를 제공하게 된다. 곰두리문학상·미술대전은 1998년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5년까지
이어지면서 문학과 미술부분의 많은 신인작가들을 발굴해왔다.
우리나라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의 주춧돌로 역할을 담당했던 ‘대한민
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장
애인문화예술원으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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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10대 뉴스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기존 사업 이외에도 1998년부터는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등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을 강화하면서 2000년 3월 14
일, 기관 명칭을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체육업무는 장애인복지
체육회의 주요 업무로 체육회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던 중

체육업무
이관

2000년대 들어 장애인체육인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체육업무의 소관부
처 이관에 대한 욕구가 분출했다. 그동안 ‘재활의 관점’에서 접근하던
장애인체육을 정식 ‘스포츠 활동’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마침내 2004년 10월에 정부에서 장애인체육 발전의 법적근거 마련과
장애인체육업무의 주관부처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체육종
합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2005년 10월에는 문화관광부 산하기
관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장애
인체육업무가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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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 강화

10대 뉴스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1990년대 이후 국내 장애인복지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몰고 왔다.
1980년대까지 장애인정책이 시혜차원이었다면 1990년대부터는 장
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05년 10월 장
애인체육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2007년 12월 서울 여의도에 장애인종합복지공간인 ‘이룸센터’를 오
픈하는 한편, 2008년 4월 11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한국
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지원하는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 닻을 올린다.
새롭게 출범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정책연구개발, 편의증진, 중증장
애인직업재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40

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41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10대 뉴스

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해 내용이 최초로 법에 명시된
것은 1989년 12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제33조)」에서였다. 이후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추가 제정되면서 사회적으
로 건축물은 물론 이동수단에 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화되었다.

편의증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또한 2008년부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가
실시되면서 개발원은 정부가 지정한 ‘BF인증’기관으로서 편의시설 분
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해 나간다.
개발원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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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장애인 관련 업무 중 가장 현실이고 직접적인 사항이 바로 직업재활
사업이다. 직업이란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
로서 독립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이며 현실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및
우선구매

정책연구지원 및 편의증진과 함께 개발원을 대표하는 사업인 중증장
애인직업재활사업은 크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과 ‘장애인일자
리’사업으로 구분된다.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직업재활사업은
현재 개발원 집행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
민간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확대, 그리고 지
속적인 고용유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수행해오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도록 유
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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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우리나라는 2009년 말 OECD/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 확대는 물론 국제협력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엔
에스캅과 함께 2012년 11월 인천 송도에서 정부 간 고위급 회의를
열고, 아·태지역에 거주하는 6억 9천만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3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2013~2022)’의 행

인천전략과
국제협력 확대

동계획인 ‘인천전략’을 선포한다. 2013년 6월에는 인천전략의 국내·
외 이행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인천전략이행기금운영사무국'으
로 지정하게 된다. 개발원이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무국으로서 수
행하는 사업은 크게 국제기구협력사업, 국별협력사업, 글로벌 연수사
업, 민관협력사업으로 나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인천전략이행기금이행사업 이외에도 장애
복지 분야의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국제장애인지원사업, 국제협력사
업, 코이카(KOICA) 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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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
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2011년 8월 제정
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2014년 5월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
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의무적으로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설치하게 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
합해 운영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과 취업기회 제공 등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점차 확대됨
에 따라 2016년부터는 기존 서비스지원 이외에 권익옹호팀과 장애아
동지원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더욱 전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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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로 보는 개발원
30년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
면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가 신설된 이 개정안
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조사·연구·정책개발,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적 인식개선,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요사업
법적 근거 마련

지원, 편의증진사업,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 등 7가지 주요 사업내용이
법에 명시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08년 출범 이후 장애인복지 정책 흐름에 맞
추어 꾸준히 역할을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자체 정관에 근거해 있어, 예산확보와 인력
운영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상존해 왔다. 한국장애인개발
원은 주요 사업이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장애인정책전문기관으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존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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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정부 산하의 여타 공공기관과는 다른 특성이 있
다. 그것은 사업의 주 수요층이 장애인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복지정책연구, 편의시설, 직
업재활 등 사업 전반을 장애인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

경영혁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
정책의 좌표이며 현황이기도 하다.  
2018년 6월, 개발원에서는 장애인정책전문기관과 수요자 중심의 사
업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
의 연구 사업 추진 투명하고 개방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혁신로드맵’
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업과 조직의 효율적 변화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이후 최초
로 수립된 혁신로드맵은 향후 개발원의 혁신을 지속하여 정부의 대표
적인 공공기관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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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크는 나무는 없다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고

현대사의 분수령을
이룬 1980년대

1980년대는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중대한 격변의 시기였다. 1960~70년대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고도성장 정책이 한계에 부딪치고, 신군부의 등장과 민주화를 향한 열

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모든 인간은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 그것
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장애인복지는 이러한 인간존엄성의 실현이며, 장애인의 완전

망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88서울올림픽’이라는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맞는다.

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특히 건국 이후 가장 큰 국제행사였던 88서울올림픽은 한국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경제성장, 올림픽 직전에

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어서 그에 따른 많은 차별

이루어진 정치적 민주화 등을 세계에 선보이면서 대한민국도 당당히 국제무대에서 자리

이 이루어져왔다. 이런 편견이 깨지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잡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재활개념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

그러나 이러한 성장 안에는 그동안 누적된 사회갈등도 빠르게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터다.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장애인들의 재활문제가 시급해지면서 유럽과 미국을

산업화를 통한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형성된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 노동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재활개념이 부각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1948년 국제연합(UN)에 의해 ‘세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외면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런 갈등은 1987년 민주화 요구

계인권선언’1)이 제정되고, 1975년에는 장애인의 장애원인, 특징,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와 함께 분출되었고 1988년 10월, ‘제8회 장애인올림픽(Paralympics)’이 서울에서 열리면

연령의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신체장애인 권리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장애인에

서 국내 장애계에도 불어오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

대한 세계적 의식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또한 1981년 UN의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와

던 약 100만 명이 넘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복지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기 시

1982년 ‘UN 장애인의 10년(1983~1992년)을 위한 세계 행동계획’ 채택은 우리나라를 비

작한 것이다.

롯해 국제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올림픽 이후 장애인복지제도 개선으로 현실화되면서 1989년 「장

이 시기 국내는 제3공화국 몰락과 함께 불어 온 민주화의 바람을 뒤로하고 신군부에 의해

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1994년 ‘장애인편의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한 때였다. 당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출발한 새 정부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 그리고 1997

민심 수습을 위해 국가 3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영세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를 설

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복지도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 발전되기 시작한다.

또한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생활지원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이 대거 마련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으로 처음 명시한 것은 1977년 제정된 「특

되면서 세금감면과 면세, 공공요금 감면과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수교육진흥법」에서였다. 이는 당시 독재정권을 이어가던 박정희 정부가 국제 시선을 의식

장애인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시 가산점 부여(1993), 국민주택 공급 시 장애인특별분양

해 제정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애인복지시설의 현대화와 직업재활에 대한 인

(1995) 등 주거복지 대책도 실시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직접적인 복지대책 이외에도

식을 싹트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

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1996),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7∼2001), 장애인복지발

이후 1978년 ‘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 발표와 1981년 6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

전 5개년 계획(1998∼2002)이 수립되면서 장애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양적, 질적 성장

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조금씩 싹을 틔워간다. 이전까지 단순 수용보호에 머물러

과 함께 체계적인 정책 접근이 마련되는 주요 동력이 되었다.

56

장애인 복지정책의
세계적 흐름

1) 세계인권선언

있던 장애인시설에 직업재활과 이용시설 등이 생긴 것이다. 또한 1984년에는 장애인올림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인간은 시민적 자
유권, 사회보장수급권, 노동권, 생존권,
발달 및 교육수급권을 받아야 한다.

픽을 앞두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1988년
‘장애인등록사업’ 실시와 대통령 직속의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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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체계화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장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시각을 바로 잡아주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런 가운데 1981년 9월에는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총회에서 1988년

이와 같은 분위기는 올림픽 이후 국내 장애인복지에도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그동안

제24회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결정되면서 장애인올림픽(Paralympics) 또한 우리나라

소극적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주장해오던 장애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

개최가 확정된다. 이는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에 올림픽 주최국에서 장애인올림픽을

부를 향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 권리와 이해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당시
UN의 1981년 ‘세계 장애인 해’ 제정과 1982년 ‘UN 장애인 10년을 위한 세계 행동계획’ 채

개최하는 것이 국제 관례였기 때문이다.
2) 1988년 9월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자’라는 법정 용어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장애인종합복지정책과 제도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세계인에게
감동을 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

택 등 장애인복지 변화의 세계적 흐름과도 맞닿으면서 정부는 1989년에 기존 「심신장애
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2)하고 올림픽 이후 늘어난 장애인스포츠의 활
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단체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계기가 되는 1988년 ‘제8회 장애인올
림픽’(10월 15일~24일)은 전 세계 5억 명의 장애인에게 재활 의지,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
는 대회였다. 61개국에서 3,042명의 선수가 참가해 18개 종목 733개의 경기가 펼쳐졌으
며 우리나라는 310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 40개, 은 35개, 동 19개로 종합 7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장애인올림픽 개최를 위해 1984년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4년 동안 약
450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종합청사, 올림픽경기장, 서울 시내 중심가, 12개 종별경기장,
선수촌, 공항 등 주요 시설과 도로의 교통, 통신, 기타 물리적 환경에 관한 편의시설을 일
제히 정비하였다. 또 1985년에는 ‘복지시설 현대화 계획(1985~1987)’을 수립하고 약 250
억을 투자하여 노후복지시설의 증·개축,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시설을 확
충하는 등 장애인 수용보호 및 재활시설 현대화에 주력하였다. 이외에도 올림픽기간 동안
연인원 약 60만 명의 관중을 동원해 국제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심을 생생하
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 대회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기념비적 역사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장애인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재
활의 희망을 심어준 점이다.
그동안 장애인 대부분은 묵시적으로 내려오는 사회 편견으로 인하여 소극적이고 자기방
어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올림픽기간 동안 TV를 통해 전해
지는 장애선수들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과 승부는 그야말로 눈물겹고 감동적인

1988 서울패럴림픽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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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 드라마를 보여주곤 했다. 그런 감동과 눈물은 경기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에게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은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사진은 88서울장
애인올림픽대회 개막식에서 조현희 선수가 성화를 봉송하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과 좌식배구 경기장면(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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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올림픽은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보급은 물론 국내 장애인복지 발전에

이와 같이 법인 설립 구성 요건이 완료됨에 따라 4월 10일에는 보건사회부에 법인설립허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올림픽을 통해 띄워진 장애인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시설 확충, 그리

가를 신청하였으며, 4월 28일 민법 제32조와 보건사회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고 장애인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만드는 점화점이 되기에 충분했다. 또 그것을 유

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의 설립이 허가(제53호)되

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장애인체육기관을 만드는 데 주요 동력이 되었다.

었다.

장애인체육단체 설립에 대한 의견이 최초로 나온 것은 올림픽대회 개최 전인 1988년 4월

이렇게 출발한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는 5월 1일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인력

장애인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서였다. 조직위에서는 대회 종료 후, 조직위의 청

24명을 승계하여 사무처를 조직하고, 5월 15일 교통회관에서 김정례 발기위원장을 비롯

산 문제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향후 국내 장애인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후속 기구

한 관계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진 가운데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을 초

설립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당시 조직위의 조일묵 사무총장은 보건사회부

대 회장으로 영입하게 된다.

에서 파견된 장애인올림픽 기획단의 이기하 과장과 박봉상 단장에게 대회 이후 올림픽 메
달리스트에 대한 관리, 선수육성,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국제대회 선수파견 등 장애인체
육을 관장할 후속기구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제안은 설득력을 가지면서 보
건사회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의 지원 약속을 이끌어내어 현실화되게 된다. 대회 종
료 후, 국내 장애인체육 발전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 갈 ‘재단법인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
(가칭)’를 설립하여 조직위의 인력, 물자, 재원을 일부 승계하고 법인 운영비 일부를 국고
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장애자
복지체육회 설립

이러한 결정은 1989년 2월,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 설립을 위한 발기위원회가 출범하면
서 가시화된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각계의 인사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17
3)

인 발기위원회(발기위원장 김정례 민주정의당 고문) 는 1989년 3월 15일 서울장애인올림
픽대회조직위원회(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제1차 발기위원총회를 열고 한국장
애자복지체육회 정관(안)을 의결하였다. 이어 1989년 3월 30일에 열린 제2차 위원총회에
서는 정관 수정안 통과와 임원을 선출하고 법인설립 허가를 위한 대표권을 발기위원장에
게 위임한 가운데 4월 10일 해산하게 된다.
신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및 목적사업 기금은 100억 원으로(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잉
여금 50억 원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원금 50억 원) 1989년 4월 8일 출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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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기위원장 김정례 민주정의당 고문
을 비롯해 김용준 대법원 대법관, 문병
기 한국장애자재활협회 회장, 배연창
한국특수교육협회회장, 김기창 한국농
아복지회 회장, 황봉주 한국맹인복지협
회 부회장, 최태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김학묵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
엄요섭 한국장애자부모회 회장, 황연대
정립회관 관장, 김승국 단국대학교 교
수, 차흥봉 한림대학교 교수, 안용팔 가
톨릭의대 교수, 김한규 서울장애인올림
픽대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숙 서
울장애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자원봉
사단장, 김상현 보건사회부 사회국장과
조일묵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조직위원
회 사무총장이 참여하였다.

장애인복지법
현재 총 8장의 90조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장애인 대상 최초의 법률인 「심신장애
자복지법」(제정 당시 총 5장의 32조로 구성)으로 제정되었다. 이어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으로 명칭 개정과 더불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
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법적 용어를 ‘심신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다.
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5월 28일에는 또다시 개정되면서 한국장애인개
발원의 설립근거와 사업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제29조의 2) 신설하였다.

61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제2편 /

장애인체육과 문화예술에
돛을 펼치다
1장  스포츠는 힘이다
2장  국내 첫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3장  시련은 새로운 변화의 마중물로, 장애인체육업무 이관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제2편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01

장

장애인체육과 문화예술에
돛을 펼치다

스포츠는
힘이다

한국장애인
복지체육회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88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전과 후로 구분된다. 이는 1988년 이후
장애인 체육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크게 발전하였으며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 많았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981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장애인체육은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
였으며 이를 계기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게 된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이전까지 정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 설립이었다.

립회관에서 주최하는 전국지체부자유청소년체육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주최하는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는 설립 직후 이루어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자’라는 법적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전국지적장애인축구대회 등 각 장애 영역별로 몇몇 대회가 있었

표현이 ‘장애인’으로 변경되면서 1990년 6월 30일에는 법인 명칭을 ‘한국장애인복지체육

다. 그러나 전 장애유형(척수, 시각, 청각,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이 참

회’로 변경하게 된다. 또한 1990년대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가하는 종합체육행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최초였다.

관한 법률」 제정(1997), 「장애인복지법」 개정(1999)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기

1981년 열린 제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하였으며, 2회부터

본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사회환경도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 3월 14일에

4회까지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문화방송이 공동 주최하였다. 그러다가 1985년 발족한

는 기관 명칭을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변경하게 된다.

서울장애인올림픽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의 일환으로 제5회 대회부터 1987년 제7회 대
회까지 주관하였다. 그 후 올림픽이 열린 1988년, 한·일 월드컵대회와 아·태장애인경

체육회 설립 당시 우리 사회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생겨나던 급

기대회가 열린 2002년을 제외하고는 1989년 제9회 대회부터 2005년 제25회 대회까지 매

변기였다. 1988년 11월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실시와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의

년 복지체육회(복지진흥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그것
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의 교육과 고용, 인식개선 등에 있어 정부 정책이 보다 적극

1. 전국하계장애인체육대회

적으로 변화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인운동 세력이 형성되는 과정도 거치게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설립된 장애인복지체육회는 1990년대를 관통하며 전국장애인체육대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주관으로 처음 치러진

회 개최, 국제 장애인 경기대회 훈련 및 참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 장애인체육기반

1989년 제9회 대회는 88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와 상대적으로 비교되면서 많은 장애인들

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체육회 설립 후인 198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전

의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이 대회 때는 예년과 달리 기록은 집계하되 메달 수는 발표하지

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인정하는 종합경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회 운영을 축제분위기로 이끌었다.

기대회뿐만 아니라 지역경기대회, 장애별 경기대회, 종목별 경기대회 등 크고 작은 규모

제10회 대회(1990년)부터는 개최시기를 5월 하순으로 변경해 문화행사 중심으로 이끌면

의 대회에 매년 국가대표 선수단을 참가시켜 온 것이다.

서 전국체전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회 폐회식에서 처음으로 제정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1991년부터 매년 ‘곰두리 문학상’ 및 ‘곰두리

된 곰두리상이 수여되었다.

미술대전(현 대한민국장애인 문학상 및 미술대전)’을 개최하고 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동

제12회 대회 (1992년)는 총 6개의 비공인 세계 신기록이 쏟아졌다. 이러한 신기록은 제15

호회를 지원·육성하는 한편 199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장애인의 날’ 행사를 매년

회 대회(1995년)에서 역도의 정금종이 절단 및 기타 장애 52kg에 출전, 200kg을 들어올

주관해왔다.

려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제17회 대회(1997년)에서는 사격에서 김임연 선수가 비공인 세
계 신기록을 수립하였으며, 제18회 대회(1998년)에서는 사격 여자공기권총에서 박일연
선수가 본선과 결선에서, 그리고 역도의 곽정용 선수가 167.5kg, 정금종 선수가 200kg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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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였다. 또 제19회 대회(1999년)에서는 공기소총 입사 부문

개회식부터 폐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특색있게 진행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에서 김임연(395점), 정진환(697.3점), 한태호(691.4점) 선수가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수립

자원봉사 신청이 쇄도하여 순번을 정할 정도로 시민의 참여와 호응도가 높았다. 또한 장

하였고 최종인, 편무조 선수도 사격 공기권총과 공기소총 부문에서 세계타이기록을 수립

애인체육대회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생중계를 실시하는 등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장애

하였다.

인체육대회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었다.
전국하계장애인체육대회(9회~25회) 개최 현황

제23회 대회(2003년)는 도 단위로 치러진 첫 번째 대회로서 자원봉사자 운영, 선수단 수

회수

대회명

개최지

개최기간

내용

송, 행사, 전산 운영 등 여러 부문에서 장애인체육대회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한 것으로 평

25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충북

2005. 5. 10~2005. 5. 13

18개종목, 2,586명 참가

가받았다. 한편 9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장애인올림픽대회 선수 선발전

24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북

2004. 5. 11~2004. 5. 14

17개종목, 2,297명 참가

을 겸해 열렸던 제24회 대회(2004년)는 대회 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가하여 선수 간

23

제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충남

2003. 5. 14~2003. 5. 16

17개종목, 2,020명 참가

경쟁이 뜨거웠으며, 네 번째 지방 순회개최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방순회를 안착시켰

22

제22회 대회는 한·일월드컵축구대회, 아시안게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으로 개최되지 않음

21

제2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부산

2001. 5. 9~2001. 5. 11

17개종목, 2,020명 참가

20

제2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인천

2000. 5. 13~2000. 6. 15

17개종목, 1,867명 참가

19

제1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군체육부대,
학생중앙군사학교

1999. 5. 25~1999. 5. 27

17개종목, 1,766명 참가

18

제1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1998. 5. 19~1998. 5. 21

17개종목, 1,744명 참가

17

제1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1997. 5. 20~1997. 5. 22

17개종목, 1,756명 참가

16

제1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1996. 5. 14~1996. 5. 16

17개종목, 1,704명 참가

15

제1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1995. 5. 23~1995. 5. 25

17개종목, 1,695명 참가

14

제1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1994. 5. 14~1994. 5. 16

16개종목(시범 1종목),
1,733명 참가

13

제1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1993. 5. 7~1993. 5. 9

16개종목, 1,637명 참가

12

제1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1992. 5. 7~1992. 5. 9

16개종목, 1,708명 참가

11

제1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1991. 5. 22~1991. 5. 24

11개종목, 1,588명 참가

10

제1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1990. 5. 24~1990. 5. 26

15개종목, 1,443명 참가

9

제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1989. 10. 15~1989. 10. 17

16개종목, 1,469명 참가

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제25회 대회(2005년)부터는 시상 방식을 종합점수제로 전환해
치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장애인체육대회의 지방 개최는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확장되던 장애인체육
의 지방화를 유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의 인식을 개선하여 예산지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2. 장애인체육대회 지방순회 개최

2000년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제20회 대회는 최초의 지방순회 개최라는 대회 취지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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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통해 장애인 전문스포츠인을 육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장애인체육사에 기록될 만한 성과이다.
제2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부터는 지방순회 개최를 시작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2000년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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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과 문화예술에
돛을 펼치다

3.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000년 12월 이후부터는 연금 등급 및 평가수치를 금메달 30점, 은메달 15점, 동메달 10
점, 준금장 연금 15점, 준은장 연금 7.5점, 준동장 연금 5점 등5)으로 구분하여 1점당 1만

2004년부터는 겨울철 스포츠에 대한 장애인 참여인구 증가와 급변하는 국제동계장애인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년에는 2만 원으로 상향했다. 연금지급액은 총 평가수치 40점

스포츠대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4)를 개최했다. 2004년

해당액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총 평가수치 초과분에 대하여는 1점당 10만 원의 일시장

2월과 2005년 2월 용평과 춘천에서 열린 동계장애인체육대회는 하계종목에 비해 낙후돼

려금을 지급하였다.

있던 국내 동계장애인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수 선수 및 신인 선
수를 발굴·육성하는 동시에 장애인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 인식을 새롭게 한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이외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
5) 준금장, 준은장 및 준동장 연금은 단
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 포함)의 후보
선수에게 적용하였다.

공인한 세계선수권대회와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였을 때에는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하였다.

4. 전문체육

우수선수 연금 지금

(단위 : 백만 원)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전 장애를 통합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종합대회로 자리를 잡
게 되면서 국내 장애인스포츠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는 점차 각 장애별, 종목별 대회
개최로 이어졌고, 개발원에서는 체육인구 확산을 위해 각종 대회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국

인원
(명)

100

100

100

115

113

113

113

123

125

125

122

140

153

153

152

100

지급
액

225

224

224

237

324

322

320

357

427

429

422

428

843

962

923

955 1000

165

내 장애인 스포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는 종목별 경기연맹의 창립으로 이어져 1993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장애인사이클연맹(1993년), 탁구연맹(1993년), 휠체어테니스연맹(1993
년), 유도연맹(1995년), 역도연맹(1995년), 휠체어농구연맹(1997년), 사격연맹(1997년),
육상연맹(2000년)이 창립되면서 선수 육성, 지도자 양성 등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의 전
망을 밝혀주었다.
5. 우수선수 연금지급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이후 장애인스포츠를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입상선수에게
4) 아이스슬레지하키(Ice Sledge
Hockey), 휠체어컬링(Wheelchair
Curling), 알파인스키(Alpine Ski), 빙상
(Speed skating) 4개 종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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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훈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연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1989년 7
월 처음 연금지급 당시에는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7년 1월부터 지급대상을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입상 선수들로 확대하였다.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개최는 하계종목에 비해 낙후돼 있던 동계종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동계장애인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진은 동계체전의 정식종목인 아이스슬레지하키(사진 왼쪽)와 휠체어 컬링(사진
오른쪽) 경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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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7. 생활체육사업의 전개

1995년 4월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서울곰두리체육센터’(서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체육활동으로 여가시간 활용, 건강유지, 새로

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산 51번지 오금근린공원 내)가 문을 열면서 개발원이 2012년 5

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익한 생활문화다.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월까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을 담당해왔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부 장애관련

운동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에

시설 중 수영장과 체육관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도 불구하고 여가를 즐기며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사회인으로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은 그 자체가 재활이고 사회참여의 한 수단이기

한 의미를 지닌다.

때문에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대요소라고 볼 수 있다. 88서울장애인올

체육회(진흥회)는 이러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 지도자 강습을 통해 약

림픽대회 이후 장애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는 증가했지만 당시 사회 인식이나 시설여

500여 명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출(1991년~2002년)했으며, 장애인생활체육교

건은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실(1992~2005)과 프로그램 경진대회(1995~2005)를 통해 생활체육교실 지원6)과 장애인

그러나 1995년 4월에는 개발원(당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주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생활체육 인구 확대와 활성화를

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서울곰두리체육센터’가 문을 열면서 장애인들의 이러한 열

도모해왔다.

망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 요소인 시설, 프로그램, 전

또한 1993년부터는 장애인 스키교실을, 1998년부터는 장애인 수상스키교실을 개최해 참

문 지도자를 모두 갖춘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모델인 서울곰두리체육센터가 문을 연 것이
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990년대 당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정관에 명시된 장애
인체육진흥 사업을 구체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가 장애인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 주었다. 특히 체육회가 국내에서 처음
6) 2005년에는 전국 29개 단체, 59개
대회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내실 있
는 발전을 꾀하였다.

도입한 수상스키강습회는 해마다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나면서 여름철 대표
스포츠로 부상했다.

서울곰두리체육센터는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부지 1,451평, 건축면적 568평, 연면적
2,230평의 규모에 대·소체육관, 수영장 2개, 헬스장, 체조실, 사회문화교실 등을 갖추었
다. 또한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이용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면서 향후 전국 20여 곳에 문을 열게 되는 장애인체육
시설 건립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개발원에서는 서울곰두리체육센터 개관과 함께 운영을 맡으면서 장애인이 장애유형별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이후 1998년 5월에는 생활체육시설
로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갖춘 용산종합사회복지관(용산구 효창동 5-56)을 2000년 4월까
지 위탁 운영하면서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융화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
해 노력했다.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진흥회)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의 장애인들에
게 생활체육 활동의 동기를 제공하여 참여를 확대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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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체육회(진흥회)는 체육진흥 이외에도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을 펼쳐왔다. 대한민국장애인

또한 장애인미술대전은 1991년 ‘제1회 곰두리미술대전’이라는 명칭으로 한국화, 서양화,

문학상과 미술대전이 그것이다. 재능있는 장애인 작가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활동무대를

서예 3개 부문의 공모를 진행한 후 1995년에는 공예 부문을 신설해 추가 공모했다. 1998

제공하고, 전업 작가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할 목적으로 장애인 작가를 대상으로 1991년

년에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7년부터 일반 미술공모대

시작된 ‘곰두리문학상·미술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1998년 ‘대한민국장애인문학

전의 추세에 맞춰 제1부(한국화, 서양화, 공예·조각)와 제2부(서예, 문인화)로 구분하여

상·미술대전’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작품을 공모했다.

2015년까지 매년 실시해 온 문학과 미술작품 공모는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확실한 터

대상수상 작가 및 상위입상 3회 이상 작가에게는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추천작가로 위

전을 마련하였으며, 한국문단 및 화단의 중견인사들로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

촉하는 영예가 주어졌으며, 1995년에는 입상작가들이 ‘한국장애인미술협회’를 결성해 활

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운영과 심사로 문학상과 미술대전의 권위를 높여나갔다.

동하는 등 장애인미술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도 했다.

문학상은 운영 초기 장편소설, 단편소설, 시, 아동문학 4개 부문에 걸쳐서 진행되다 1998
년 제8회 공모전부터는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장편소설’ 부문이
제외되고 ‘수필’ 부문을 신설했다. 이후 2005년에는 중편소설 부문을 신설했고, 2007년부
터는 공모 부문을 운문부(시, 동시)와 산문부(중편소설, 단편소설, 동화, 수필)로 나누어
2015년까지 작품을 모집했다.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진흥회)는 1991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을 개최하였다. 사진은 제8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
대전 및 문학상 수상자 일동(사진 왼쪽)과 제14회 대한민국장애인 미술대전 대상 수상자 이명상 씨에게 황연대 부회장이 시상하고 있는 모습(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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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장애인문학상과 미술대전은 우리나라 장애인 작가들의 등용문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터전이 되어 왔다. 사진은 제14회 대한민국장
애인문학상·미술대전 수상자 일동(사진 왼쪽)과 제16회 문학상 단편소설부문 당선작 수상자인 박상빈 씨에게 차흥봉 회장이 시상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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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연구와
교육을 통해
장애인복지진흥사업의
씨앗을 심다

장애인체육과 문화예술에
돛을 펼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은 88서울장애인올림픽 준비 당시 경기장과 선수촌 및
기반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91년에는 1989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보조기기사업

과거 장애인보조기기는 재활을 위한 보조적 개념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단순
한 기구가 아닌 장애인의 신체 일부로서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장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3조(편의시설)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시설 또는 설비의 기준)에

애인체육회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의 개념 도입 초창기인 1991

명시된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년부터 개최한 국제전시회 SIREX(서울국제장애인복지산업전)와 재활보조기기 품목고시

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 설치기준’이 요구되면서 체육회(현 개발원)에서는 한양대

체계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장애인보조기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국

학교 산업과학연구소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992년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방

내 최초의 장애인보조기기 국제전시회는 1991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주최한 ‘서울국

법 및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제재활용품전’으로부터 시작됐다. 장애인 및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용품에 대한 요

이러한 연구결과는 1995년 1월 정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구가 커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용품을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장애인

으로 제정되었으며, 1997년 4월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과 노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장구나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

(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1998년 2월과 4월에 동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이어

공했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장애인보조기기 보급과 지원확산 산업육성을

지기도 했다.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홍보 및 인식개선,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의 수

또한 1998년에는 제도가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의 시행규칙 이해와 홍보를 위해 ‘장애

행으로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초창기에 실시해오던 장애인보조기기전시회의

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기술 지도서’를 제작하여 전국 시·군·구 사회복

정신을 이어받아 2007년부터 국내·외 관계 기관들과 함께 국제심포지움과 보조기기 공

지과와 건축과에 배포하고 공공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이와 관

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보조기기 관련 기관과 함께 킨텍스에서 주관해오던

련한 홍보자료 4종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시니어엑스포를 ‘시니어& 장애인 엑스포(SENDEX)’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보조공학 분

이어 1999년에는 장애인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의 특별 수송 체계에

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시회와 부대행사로 치렀다.  

관한 연구’와 ‘지체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연구를, 2000년에는 전국 18개 지역을 대상으

한편 2007년부터는 2005년부터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주최해 온 ‘장애

로 ‘편의시설 설치실태 평가조사’ 연구와 더불어 지체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인을 위

인보조기기 공모전(That's a Good Idea)’에 개발원이 참여하면서 장애인·노인의 삶의 질

한 주거환경 개선 매뉴얼 3종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을 개선하고 장애인·노인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

이러한 편의증진 홍보사업은 진흥회로 변경된 2001년에도 계속돼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다. 또한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한 기회로 삼고 보조기기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의 실용성 분석’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 전문가 470명에게 이

했다.

어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교육을 실시했으며, 편의시설 설치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KBS 특집방송으로 추진했다.
또 2002년부터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및 건축 전문가 총 267명
에게 ‘편의시설 매뉴얼 교육 실시와 편의시설 설치운영 기술지도 및 시설평가’에 관한 연
구추진과 2003년까지 서울시 25개 구청 공무원 총 303명에게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2000년에 발간한 편의시설 설치실태
평가조사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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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을 펼치다

03
장애인보조기기 전시회 개최 현황
행사명

기간

장소

규모와 참가업체

’91 서울국제
재활용품전

5.22~5.27
(6일간)

한국종합전시장(COEX)
별관 1층

42개 업체
(70개 부스)

’92 서울국제
장애인복지용품전

10.15~10.19
(5일간)

한국종합전시장(COEX)
별관 1층

42개 업체
(84개 부스)

’93 서울국제
장애인복지용품전

11.6~11.10
(5일간)

한국종합전시장(COEX)
별관 1층

65개 업체
(115개 부스)

’94 광주·전남
장애인복지용품전

4.28~4.30
(3일간)

광주직할시
구동 체육관

30개 업체
(50개 부스)

’95 서울국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산업전

’96 서울국제
장애인복지산업전
’97 서울국제
장애인복지산업
특별전
’07 한·독 국제
장애인 보조기기
심포지엄 및 전시회
’08 시니어&장애인
엑스포(SENDEX)

9.1~9.5
(5일간)

한국종합전시장(COEX)
본관 4층

78개 업체
(114개 부스)

장

시련은 새로운 변화의 마중물로,
장애인체육업무 이관

88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이후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욕구증가에도 불
특별행사
각 장애별로
관련 전시품 설명회 및 특별강연 등

구하고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일반 선수들에 비해 미미하여 장애인선수들의 상대
적 박탈감이 점점 커져갔다. 이러한 박탈감은 2000년 시드니장애인올림픽대회와 2002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기간 동안 열악한 훈련
환경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선수들의 처우개선 욕구로 분출했다.

장애인 편의복의 실제와 가능성 :
장애인 편의복 패션쇼

장애인선수들은 생계안정, 장애인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지원확대, 전용 체육시설 건립
등 모두 10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장애인스포츠
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체육 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장애선수들

- 한·일 노인 정책비교 세미나 : 일본
특별양로원의 현황과 문제점
- 장애아동을 위한 워크숍 : 장애아동
을 위한 장난감 전시 및 설명회
- 특별초청강연 : 목욕을 통한 재활치
료 효과
- 전국노인 장기자랑대회

의 이런 요구는 2004년 아테네장애인올림픽대회를 전후하여 장애인계의 핫이슈로 떠올
랐다. 대회에 참가한 대표 선수단의 승전보와 함께 일반 선수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장
애인 선수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 문제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장애인체육 발
전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이 장애인계를 넘어서 국민적 여론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에 따라 정부는 2004년 10월 11일 장애인체육 발전의 법적근거 마

9.25~9.27
(3일간)

한국종합전시장(COEX)
에어돔 전시관

47개 업체
(47개 부스)

1031~11.4
(5일간)

호텔롯데 특별전시장
(2, 3층)

23개 업체
(36개 부스)

4.18~4.19
(2일간)

서울 aT센터

300여 종
총 1,000여 가지
보조기기 전시

한·독 국제심포지엄 개최

9.3~9.6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시니어용품과
장애인용품 전시

국제장애인심포지엄 개최, 보조기기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개최

련과 장애인체육 업무의 주관부처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체육종합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이 2000년 3월 14일에 장애인계와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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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월 25일에는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공청

상선수 연금 지급과 장애인복지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경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를 개최하면서 장애인체육 주관부처 조정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기금의 일부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전액 이관해야 한다는 체육인들의 주장이 대립

그리고 같은 해 12월 14일 장애인체육 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한다는 정부 방침이 정

됐다. 또한 그동안 체육 업무를 담당해 오던 진흥회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와 장애

해지고, 2005년 5월 30일에는 두 부처의 실무회의에서 경기도 이천에 건립 중인 ‘장애인

인체육 업무를 담당할 대한장애인체육회 구성과 관련하여 진흥회는 다시 한번 내·외부

종합수련원(부지 55,680평)’ 부지와 건립비 잔액(국고 67.7억 원) 및 삼성그룹 기부액(100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억 원), 장애인올림픽대회 입상선수 연금 및 장애인복지진흥사업에 사용되던 장애인복지

한편 이러한 가운데 2005년 7월 12일에는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수

진흥기금(248억 원) 전액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일단락되는

위원회 등 장애인체육단체 소속 장애인체육인 40여 명이 장애인체육 업무 이관과 장애인

듯싶었다.  

체육회 구성과 관련하여 체육인들이 배제되고 있다며 진흥회 사무실을 점거해 한동안 업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발표는 또 다른 논란거리를 야기시켰다. 진흥회 이사회와 일부 장애

무가 마비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계 인사들이 종합수련원과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의 이관과 관련해 이견을 제기하고 나선

이러한 혼란 속에서 2005년 6월 29일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관 결정 당시에 이미 국고에서 총 134억 원, 민간에서 총 100억 원이 투입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업무 이관작업에 들어갔다.

장애인종합수련원의 용도에 대해 장애인체육훈련장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를 위한 각종 사

진흥회는 직원 7명으로 ‘장애인체육 문화관광부 인계작업팀’을 구성하여 그동안 추진해

업을 위해 쓰겠다는 복지부의 주장과 장애인선수 전용훈련시설로만 사용하겠다는 문광부

오던 장애인체육진흥사업,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사업, 인력(15명) 연계 등 장애인체육

의 입장이 서로 대립한 것이다.

업무 전반에 대한 이관작업을 마무리하고 2005년 10월 31일 마침내 장애인체육 업무를

장애인복지진흥기금 역시 장애인복지진흥회 정관에 기금의 용도가 장애인올림픽대회 입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한 것이다. 또 2006년 6월 12일에는 제44차 이사회를 열어 종합
수련원과 장애인복지진흥기금 등 기본재산처리안을 의결하고 장애인복지진흥기금 180억
원(총액 250억 중 70억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존치)과 장애인종합수련원 부지 및 건
립비 잔액 모두를 6월 29일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했다.

20여 년간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추진되던 장애인체육업무가 2005년 10월 31일 문화관광부 산하 대한장애인체육대회로
이관되었다. 사진은 2004년 10월 25일 복지부과 문광부 공동으로 개최한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공청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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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
체육회와 복지진흥회,
국내 장애인체육발전에
단단한 뿌리를
심어 놓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장애인체육 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하기 전까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 종목별 국내 대회 개최 및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뿐
만 아니라 각종 국제 대회의 선수단 파견과 국제회의 참가 등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 발
전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00년부터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지
방 순회 개최를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88서울장애인올림픽 이후 침체기에 빠졌던 우리나
라 장애인스포츠가 국제 장애인스포츠 무대에서 스포츠 강국으로 재부상할 수 있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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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2005년 10월 장애인체육 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또한 1992년부터는 매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단체를 선정하여 지도자 수당과 각종 운동

는 2006년 2월 제7대 차흥봉 회장의 취임과 함께 기관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 대한 논의

용품을 지원하고, 지원단체를 확대해가면서 2005년에는 전국 29개 단체, 59개 대회의 운

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내부적으로는 2005년 5월 19일 ‘장애인복지진흥회 발전을 위한 TF

영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체육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외에도 2001년에는 장애

팀’을 구성하여 조직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외부적으로는 공청회를 통해

인 스포츠 지방거점도시(부산, 충남, 인천, 대전, 경남)를 선정하고 장애인체육진흥을 수

정부와 국회, 장애계를 중심으로 진흥회 역할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게 진행됐던 것이다.

도권에서 전국 지방도시로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정책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으로의 전환 방안이

이러한 일련의 체육 활성화 정책은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의 장애인들에게도

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기존 장애인정책연구기관으로 국가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생활체육활동의 동기 유발과 참여시키는 촉매가 되었고, 지역별,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회

있으며, 정책연구라는 한정된 영역 안에서는 진흥회에 요구되는 다양한 현실적 요구들을

및 연합회를 조직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1993년 한국장애인사이클경기연맹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으로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창립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한국장애인탁구협회, 한국휠체어테니스협회, 한국장애인역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으로 진흥회 회장으로 재직했던 차흥봉 회장은 그때를 이렇게

도연맹, 한국장애인유도협회, 한국장애인사격연맹, 한국장애인휠체어농구연맹, 한국장애

기억한다.

인육상경기연맹이 차례로 창립됨으로써 연맹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는 물론
이를 통해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개발원 3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였지요. 새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장애
인복지진흥회가 장애인체육 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넘겨주고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과
역할이 변경되는 과정이었기에 과연 향후 개발원의 주요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중

장애인 정책연구,
편의증진,
일자리 지원 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 정책 연구기관으로 바꾸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

1990년대 이후 국내 장애인복지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몰고 왔다. 1980년대까지 장애

원 등 여러 곳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흥회의 기관 정체성을 꼭 연구기

인 정책이 시혜차원이었다면 1990년대부터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관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제약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평소 진흥회의 주요 역

이는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한 이후, 1990년 「장애

할 중 하나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

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정책연구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었죠. 그래서 회장 취임 후 진흥회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장애인들

제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두었지요. 또 향후 진흥회 중

또 2000년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요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동시에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정부의 복지정책과 장애인들을 위한 중간관리의 역할을 하는

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장애인연금제도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정책연구를 포함한 직업개발과 편의증진 사업 등에 주력하려고

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의료, 직
업, 교육, 재활 기초 등을 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더욱 확충되고 현실화되는 계기를 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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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했습니다.    
2006년 2월 2일 차흥봉 한국장애인복지
진흥회 제7대 회장 취임식

다시말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을 연구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전달체계를 만들어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주는 중간 매개체, 즉 중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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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것이 진흥회의 역할이라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선 상근부회장 체제로 유지돼왔던 진흥회 조직을 정책이나 사업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무총장 체제로 조직을 변경한 뒤, 진흥회 사업 방향이나 계획의 틀
을 만드는 것은 회장인 내가 적극적으로 맡고, 사무총장은 그 실무를 총괄하면서 변화되는 새로
운 사업의 속도를 안정화하고 다양화시키려고 노력했지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성공했습니다. 진흥회는 이후 개발원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이룸센터 개관으로
여의도 시대를
열어가다

경영컨설팅 등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시작했다.
2007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위치한 ‘이룸센터’가 문을 열기 전까지 국내에
는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무했다. 이에 따라 장애
계를 중심으로 안정된 시설에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 11월, 전국장애인지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정책연구를 비롯한 편의증진, 직업개발,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까지

도자대회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기관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공약사항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바람은 현실화되었다.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여의 사업 기

   - 차흥봉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제7대 회장

간을 거쳐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2006년 5월, 건립비 국고보조예산의 교부가 시
작되어 6월 16일에는 센터 건립을 위한 ‘(가칭)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추진위원회’가 발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때 조직의 존폐위기까지 거론되던 진흥회는 대내·외의 다양

족되었으며, 8월 21일 열린 제3차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위

한 의견을 거쳐 마침내 장애인정책연구개발, 편의증진, 직업개발 등을 기관의 사업모델

치한 중앙빌딩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11월 건물 소유주인 학교법인 이화학원과 456

로 정하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문화복지, 편의증진 등 사업 내실화를 꾀하

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정책연구 등 새로운 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또한 매매계약과 더불어 건물 명칭을 공모하여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이름을 ‘이룸센터’

특히 2006년부터 자체 연구보고서로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개발 연

로 확정했다. 이룸센터의 ‘이룸’은 ‘이루다’의 명사형으로 ‘꿈과 희망을 이루다’, ‘새 삶을 이

구’, ‘장애인 분야 통계자료 DB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장애인 사회참여 의료 평가보고서’,

루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자 ‘利(이로울이)’와 영어 ‘Room(방)’의 합성어로 ‘이로움

‘장애인 사회참여 정보접근 평가보고서’ 발간 등은 진흥회의 기관 정체성을 새롭게 제시하
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러한 정책연구사업은 2007년에 ‘장애인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평가도구 개발 연구’,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연구’,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 평가보고서’, ‘숙박시
설 평가보고서’와 번역서로 ‘장애인의 삶의 기회 증진을 위하여(2005 영국)’, ‘2005 장애자
백서(일본 내각부)’를 발간으로 이어졌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와 대안’이라
는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엄을 주최하는 등 정책연구기능을 점차 강화함으로써 이듬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변화하는 동력이 된다.   
이외에도 정부의 편의증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편의시설 기술지원, 공무원를 비롯한 관
련 종사자 대상의 교육 홍보,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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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센터에는 현재 총 17개의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입주해 있어 장애인단체들 간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사진은 2007년 12월 10일 거행된 이룸센터 머릿돌 제막
식(사진 오른쪽)과 이룸센터 전경(사진 왼쪽)

83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장애인체육과 문화예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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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편안한 방, 혹은 공간’을 의미한다.
이후 2007년 4월 30일에는 제8차 건립추진위원회의를 통해 향후 센터의 관리운영을 공공
성과 재정안정성을 위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현 개발원)가 맡게 되었으며, 7월에는 장

이룸센터 CI “희망의 별”

사외보 <곰두리>,
<KOWPAD>,
<디딤돌> 발간

1989년 12월에는 장애인들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에 널리 퍼져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사외보 <곰두
리>를 창간하여 계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애인단체장 및 공익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이룸센터운영위원회’가 발족됐다.

기관의 사외보답게 장애인복지와 재활체육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

2007년 10월 입주단체모집 공고를 통해 2008년 2월부터 16개 단체가 이룸센터에 입주한

공한 <곰두리>는 1995년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본을 매호 200~250부씩 별도 제

가운데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 맞게 주차장과 화장실

작해서 전국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무료 배포하였으며, 1997년 4월부터는 월간으로 변

개보수, 기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제1차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

경해서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상 10층, 지하 4층, 연면적 17,943㎡(5,427평) 규모인 이룸센터는 사무공간을 기본으로

이후 2000년 4월부터는 제호를 <곰두리>에서 <KOWPAD>7)로 변경하여 장애인체육을 비

각종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는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 1층은

롯한 문학, 미술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집중적으로 기사화했

다용도 대강당인 이룸홀과 누리홀 및 식당이, 지하 2층~지하 3층은 주차공간으로 활용

다. 2006년 1월호까지 발간된 <KOWPAD>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되고 있으며, 2층은 소규모 회의, 단체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공용시

사회통합을 돕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으며, 2004년에는 이런

설로 총 8개의 대관시설로 꾸며져 있다. 또 3층부터 6층까지 14개 장애인단체, 2층 인큐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복지 부문 최초로 ‘2004년 한국사보협회 특별상’을 받았다.

베이팅 사무실에는 미자립장애인단체 3개가 입주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교류 및

<KOWPAD>는 2006년 1월호까지 발간되었으며, 2006년 하반기부터는 제호를 <디딤돌>

협력을 위한 보금자리 기능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룸센터 일반현황

층별
구성
현황

84

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구 분

내 용

개관년도

2007년 12월 10일

운영주체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번지

규모

지하 4층·지상 10층
7~10층

일반임대(약 7,726.6㎡) - 한국능률협회 외 3개사

3~6층

장애인단체 임대(약 6,429.2㎡) - 한국장애인개발원 포함 15개 단체

2층

대관시설(약1,306.2㎡) - 이룸센터 사무실, 교육실1·2(각 36석),
대회의실(21석), 회의실1·2(각 42석), 다목적 프로그램실1·2(각 65석)

1층

일반임대(약 532.6㎡) - 커피숍

지하 1층

대관시설(약1,920.8㎡) - 이룸홀(150석), 누리홀(105석), 구내식당

지하 2~3층

지하주차장(101대)

7) <KOWPAD>는 한국장애인복지진
흥회의 영문 표기인 ‘Korea Welfare
Promotion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의 영문 이니셜이다.

사외보 월간 <곰두리>와 <KOWPAD>,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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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반을 다지다 1989년 ~ 2008년
1989
1991.10.23.

제1회 곰두리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
최(현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및 미술
대전, 2015년까지 개최, 이후 한국장
애인문화예술원으로 이관)

1989.04.28.

재단법인 한국장애자복지체육
회 설립, 김석원 회장 취임 (전
쌍용그룹 회장, 초대~제3대)

1995.01.25.

쌍용곰두리장학기금 설치 및 장학금 지급(이후 매년 지급)

1989.12.30.

월간 <곰두리> 창간 (현 월간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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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20.

제1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이후 매년 개최)

1995.04.18.

서울 곰두리체육센터 개관식 및 위탁운영 체결(송파구청)

1999.11.24.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0년사」 출판기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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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2005.10.31.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F인증) 본격시행(이후 매년 실시)

장애인체육 업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

2007.09.28.

장애물 없는생활환경(BF) 인증제도 인증기관으
로 지정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2008.12.1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대회(이후 매년 실시)

2006.02.02.

제7대 차흥봉 회장 취임(전 보건복지부 장관)

2008.07.24.

장애인 복지인프라 개편 관련 장애서비스센터 모의적용 사업 실시

2007.12.10.
이룸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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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제1대 이용흥 원장 취임

2008.12.12.

월간 <디딤돌> 200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사보연구소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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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성장과 20주년 2009년 ~ 2013년
2009

2011.09.01.

제2대 변용찬 원장 취임

2012.03.28.

삼성전자 eyeCan 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MOU 체결

2009.04.28.

한국장애인개발원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개최

2009.09.25.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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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제1차 장애인정책포럼 개최(연 4회, 이후 매년 개최)

2012.11.01.

유엔에스캅 정부 간 고위급회의 주관, 인천전략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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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P

2012.12.03

가족친화인증 획득(여성가족부 제2012-95)

2013.02.27.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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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무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2013.11.07.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획득
(노사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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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년 ~ 2019년
2014
2015.08.1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2015.11.26.

2015 장애인 정책 국제포럼 개최

2014.02.25.

2015.09.01.

제1차 인천전략 워킹그룹회의 주관(인천 송도, 연 1회, 이후 매년 참석)

2014.12.11.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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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황화성 원장 취임

2015.04.02.

몽골 영유아 장애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MOU 체결

2016.02.01.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이후 17개 광역지자체별 발달장애인
지역센터 순차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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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2017.06.30.

장애인복지법 개정
(제29조의 2 개발원의 설립근거 및 사업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

BF 예비인증 건수 1,000건 돌파

2016.05.20.

제1차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개최(연 3회 개최)

2016.10.07.

카페 ‘I got everything(아이갓에브리씽)’ 제1호 정부세종청사점 개소

2018.04.17.

제4대 최경숙 원장 취임

2016.11.22.

인도네시아 직업재활 훈련을 통한
장애인 자립지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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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한국장애인개발원 혁신로드맵
10대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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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를 뚫고 새로운 바다로
항해하다
1장  장애인복지 환경과 정책 변화
2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출범
3장  사업기반 안정화와 국제협력 강화
4장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위한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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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환경과
정책 변화

장애인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5.18 민주화 운동과 6.29선언, 그리고 88서울올림픽이라는 격동의 1980년대를 뒤로하고

여에 맞추기 시작했다. 즉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장애정책의 중심을 복지에서 인

1997년에 빚어진 IMF 경제위기8)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

권으로, 수혜자에서 소비자의 권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업까지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경제가 뿌

권리를 누리는데 제약이 되는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장애

리째 흔들렸다. 이러한 혼란은 다행히 독점재벌 해체, 공기업 민영화, 부실기업 정리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책개발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서서히 진정되는 듯 했다. 하지만 계속되
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의 증가, 그리고 소비촉진을 위한 신용카드 발급이 크게 늘어나면
서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기도 했다.
이렇듯 지속된 사회불안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했다. 이런
9)

8) 1970년~1980년대 높은 경제성장
을 해온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금융
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 자본이 빠르
게 국내에 들어왔다. 당시 국내 금융기
관들은 외국자본을 빌려 기업이 발행
한 어음을 사들였고 자연스럽게 외국에
진 빚도 늘어났다. 그러나 어음을 발행
한 기업의 부도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
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가
운데 1997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한 자본을 거둬들이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파장은 우리나라에까지 밀려온
다.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
아 국가들은 국제 통화인 달러가 부족
해 자국의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게 된다. 당
시 IMF는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 자
본시장 추가 개방, 기업 인수합병 간소
화 등 여러 조건들을 내걸었다.

가운데 국제적으로는 WHO가 1997년과 2001년 장애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ICIDH-2 ’
와 ‘ICF10)’ 발표에 이어 장벽과 차별없는 사회를 주창하는 ‘제2차 아·태장애인10년

개발원 사업의
주요 흐름,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이런 가운데 정부는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
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6년 12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의 수립을 의결하고 1998년 제1차 계획(1998~2002), 2003년 제2차 계획(2003~2007),

(2003~2012) 선포’, 그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2006)’ 등을 제정하면서 장애인의 기회균

2008년 제3차 계획(2008~2012), 2014년 제4차 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시행해왔

등과 기본적 권리실현을 위한 사회 환경의 개선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권고

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장애인정책 분야별로 체계적인 틀이 갖춰졌으며, 정책대상자와

하고 있었다.

수급 범위,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증진

이와 같은 장애인 정책의 국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또한 장애인정책의 초점을 기

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존 재활 패러다임에서 역량강화 또는 인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

1998년부터 수립·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
여, 권익 증진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다루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우리나라 장
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계획이다. 1998년 제1차 계획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5차 계획(2018~2022)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주요 사업도
이 종합계획 시행과 더불어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된 것은 1976년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기념사업
을 권고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정책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장애문제를 보는 관점 역시 개인의 문

9)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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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닌 사회와 환경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장애
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함께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 제정 및 정책들이 시행
2012년 6월 7일 장애인정책의 주요 이슈를 선별하고, 분과별 정책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 정책기획단 출범식이 있
었다.

되고 발전하게 된다. 또한 1988년 장애인올림픽 개최로 장애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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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되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복지 제도가 활발히 도입되기 시작했다.

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3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해오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유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한 이후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기적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제정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중심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을

2.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마련하게 됐다. 또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신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2011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

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장애인

한 통합교육 확대”,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신체적

당사자주의의 대두와 함께 장애인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제정 및 정책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복지사회 구현”, “장애인에게 편리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2011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 구축”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보

획은 시행을 통해 법적으로 장애범주가 확대되어 등록장애인이 증가하고 장애수당 지원

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법령들이 제·개정됐다.

대상 및 급여액이 확대·증가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도입되었
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업이 확대됐다.

1.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

제2차 계획의 비전인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을 비전으로 “가족·이웃·지역사회가 장애인과

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이

함께 하는 복지 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단

개정되는 등 다수의 법·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체 및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내 각 부처가 협력하여 마련한 최초의 중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저상버스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및 무장애(barrier-

장기계획이다.

free) 공간 조성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가 추진되었으며, 정부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시행을 통해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장애

정 소요액 추정, 연차별투자  계획, 제도 개선 계획, 생애 단계별 계획 마련 등으로 구체성

유형에 포함되어 장애유형의 범주가 확대되었고, 장애인특수학교가 증가하여 장애인교육

을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

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장애인 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기금이 만들어졌고, 장애인고용 의무화 등의 제도가 도입·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장애

3.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인 고용률이 상승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이 기간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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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인권헌장」 선포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및 보장에 대한 법률」이 제

시기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출범과 함께 시행된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정·시행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전 10년에 비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사회참

복지, 교육, 고용 3대 분야에서 22개 중점 과제, 71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 제1차

여 확대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복지정책으로서 그동안 보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의 비전 아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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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구현”,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할

라 주도의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정책 추진”을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등을 정

설정했다.

책목표로 설정한 제3차 계획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

제4차 계획 시행동안에는 장애인정책 예산의 지속적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서

가 도입되었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수발자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활

비스 지원 체계 시범사업 실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자격 확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동지원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서비스 및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발

및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확대 및 인상, 장애인권익

달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종합지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

옹호기관 설치와 함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육이 유치원, 고등교육 과정까지 확대·실시되고 문화바우처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한국수화언어법」 및 「점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또 특수학교(급) 확대 및 고등교

이러한 가운데 제3차 계획 시행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조정되어 장애인 고용

육 지원 확충,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및 복지일

이 확대되고 재정지원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제고되었다는

자리 확대,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우리나라 주도의 ‘제3차 아·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되고 여

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 과제를 반영하고 실효성을 확

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지정·운영되어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거점 기

보하기 위해 제4차 계획의 성과 목표에 연차별 추진 계획을 설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반이 마련됐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 개요(1998~2017년)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이전 계획에 비해 범위가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정책’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추진 과제를

구분

선정하고 추진 과제별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제2차(2003~2007)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가족·이웃·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 실현

①생애주기별 특화된 복지
서비스 개발·제공
②통합교육 확대
③안정적 장애인 고용실현
④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⑤장애인 이동편의체계
구축

①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
진화 구현
②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체
계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③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④장애 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 증진

①장애인 복지·건강 서비스
확대
②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③장애인 경제 자립 기반
강화
④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
익 증진

세부과제

3대 분야
71개 세부 과제

7대 분야
103개 세부 과제

4대 분야
58개 세부 과제

4대 분야
71개 세부 과제

주요정책

장애 범주 확대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수당 확대
장애아 무상교육
문화바우처 도입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도입

장애등급제 개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시범 사업

정책목표

으로 한정된 정책적 관점을 비장애인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장
한 것이다.
2013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제4차 시행에 맞춰 중장기 5개년 계획 명칭을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주요 계획으로 “복지, 교육, 문화, 경제활동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장애인정책 추진”, “장애인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장애인정책 추진”,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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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2013~2017)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 실현 참여 확대와 통합 사회
구현

4.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진정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3차(2008~2012)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보장

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한 제4차 계획은 기존 장애인

제1차(1998~2002)

참여부처

3개 부처

5개 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8. 3. 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참고 자료 재구성

107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제3편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02

장

파도를 뚫고 새로운 바다로
항해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출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2007년 3월 6일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환경과 정책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새로운 출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새로운 기
관으로 재탄생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29조는 장애인 관련

변화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의 주

조사·연구·복지진흥 등을 위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을

춧돌을 세운 것으로 그동안 장애를 이유로 모든 면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하던 장애인의 인

바꾸고 그 역할을 하도록 정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

권을 보장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중대한 변곡점

치단체는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근

이었다.

거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2008년 4월 「장애인복지

무엇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져다주는 큰 의미는 ‘장애인차별이 무엇이다’라고 밝힌

법」 상 유일한 법정기관이 되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과 역할을 변경하고 정부의 장

데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지만 장애인에 대한 오랜 편견

애인복지정책을 뒷받침하여 조사연구, 정책개발, 복지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때문에 차별을 하면서도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차별을 법으로

개발원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위해 개발원으로의 출범 전인 2007년 7월,

규제하고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서울대학교(조흥식 교수팀)에 새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연구용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정부정

역을 의뢰하는 한편 10월에는 백범기념관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와 함께 ‘한국장애인개발

책의 적극적 변화이며 장애인 복지환경의 새로운 전환점이기도 했다.

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2008년 4월 10일에는 제53차

당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이사회를 열고 명칭 변경을 포함한 정관 정부 개정(안)과 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금지대상

함으로써 2008년 4월 11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에 영문 명칭도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차별금

‘KODDI(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로 변경하였으며, 2008년 3월

지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서비스제공 및 참정

27일에는 사무실을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 11층에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번지 이룸

권행사, 모·부성권과 성에 관한 권리,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여섯 가지로 규정하

센터로 이전했다.

고 있다.
한편 1999년 이후 두 번째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당사자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우
선적인 참여보장 강화와 활동보조인 파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책 강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자립생활을 강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법 제·개정은 향
후 개발원에서 수행하게 될 주요 사업의 중심을 이루면서 개발원 성장의 근간이 된다.

이룸센터 개관식. 2007년 12월 10일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 변승일 이룸센터 운영위원장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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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를 뚫고 새로운 바다로
항해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후 2008년 7월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던 이용흥 원
장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한다.

개발원
초기의 사업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시작하다

인간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생계유지의 수단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부여 등의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여러 가지 정책개발과 제도시행으로 질적·양적으로 많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사회인식 부족과 물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이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전반적 발전정도에 비추어 보면 크게 미흡한 상황이었지요.

직업 취득 기회가 적으며, 더욱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취업기회가 많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이동권 및 편의시설 부족, 정보 접근권 부족,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직업재활서

지원부족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여건이 미흡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 시스템이 부족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정
부의 정책과 제도에 따라 지역사회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 및 체계가 크게 미흡

비스 과정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반 서비스가 중증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하 중증지원사업)이다.

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바로 이러한 배경 위에 새롭게 출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2년 관련 법에 의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인 취업알선’ 업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다른 공공기관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과 함께해야 한

무를 처음 시작하였으며,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고용,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 취임 후 무엇보다 장애인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

사업주지원 등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고용촉진법」은 경증장애인에게

각하는 이슈, 정책, 제도들을 개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자 노력했습니다.

국한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증대에는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2000

특히 2009년 당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장애인판정과

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

관련된 전달체계의 구축문제,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주거생활 환경,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

면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했지요.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 또한 직업을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한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당시까지

중증지원사업은 사업초기 ‘직업재활기금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업재활기
금을 활용하여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7년 보건복지

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하면 경증장애인 위주의 일자리들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일
자리가 부족해서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 장애인이 너무 많다는 점, 또 막상 취업은 했지만 그 일
자리에 필요한 전문성 및 훈련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서 우선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사업과 동시에 일하기 어려운 중
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일자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지요.
공공기관에서 구매 예산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기 위해 도입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인주택개선사업’,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인증사업’
과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정책인프라 개편연구’ 등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용흥 개발원 초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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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9년 현재 전국 161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2009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신규 수행기관 종사자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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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사업

제10조의2 제1항)해왔다.

명이 변경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의 변경을 앞 둔 한국장애인복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개발원에서는 2007년 이후 장애인정책 연구에 대한 다양하고

지진흥회가 총괄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된다. 개발원으로서는 기존에 수행해오던 정책연

실질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해왔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변경 직후인 2008년 10월

구 및 편의증진 업무와 더불어 개발원의 향후 정체성을 정립해나갈 수 있는 3대 중심 업무

부터는 정책연구 강화를 위해 기존 정책연구팀을 정책연구실로 확대 개편하면서 변화하

가 시작되는 계기였다. 중증지원사업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

는 장애환경에 조응하고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실제적인 정책연구 개발을 위해 박차를

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가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전국 176개소의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초기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복지진흥회 시기인 2007년에는 ‘저소득장애인 선정기준 연

지원고용, 취업, 취업 후 적응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원에서는 중증지원사업을 효과

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성화 방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평가도구개발 연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전국의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업무의 전문적

직업재활네트워크지원사업을 시작해나간다. 직업재활네트워크지원사업이란 직업재활서

사업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비스 기관 간 상호교류 강화와 권역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용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출발한 2008년에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및 대안 수

장애인에게 맞춤형 신규서비스 창출과 정책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와 같은

립,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보고서 ‘장애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직업재활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재까지 매년 다른 아이템과

복지종사자 교육실태 및 개선방안’을 비롯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기초연

성격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신규사업특별지원사업,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

을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역량강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했다.

인 고용창출 및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여
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방안 연구’, ‘가족중심의 장애인아동통합지원 체

2. 정책연구의 활성화

기록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된
것은 1976년 제3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각국으로 하여
금 기념사업을 권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1996년 2월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이 마련되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6년 1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의결하게 됐다.
이후 정부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노동
부, 교육부 등 12개 정부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소요액과 연차별 투자 계획, 제도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11)을 수립하여 시행(「장애인복지법」

112

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1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1998년 제
1차 계획 수립 당시부터 제3차 계획까
지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으로 시
행되어 오다 2013년 제4차 계획부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장애인개발원은 정책연구와 함께 국내·외 장애인정책 심포지엄 등의 개최를 통해 올바른 장애인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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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축연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집필진으로 구성하여, 장애인복지정책, 소득보장, 보건

구’,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3차 아·태장애인 전략기획단 사무국 운영(제3차

의료, 장애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교육, 직업고용, 여성장애인 및 가족지원, 건축 및 이동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전략보고서)’, ‘발달장애인 정책기획단 사무국 운영’, ‘장애인차

편의, 정보 및 웹접근성, 문화체육, 인권증진, 국제협력과 교류 등 주요 영역에 대한 정책

별금지법 상충법령 정비 및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연구’,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보 및 통계제공, 각 주제별 과제와 전망을 제시한 ‘2008 장애인백서’를 발간하였다.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애 관련 연구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08년 10월에는 개발

또한 정책연구 이외에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국제포럼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한·중·

원 주관의 정책포럼으로서 ‘장애인정책포럼(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성공전략)’

일 장애인 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2010 장애인정책 국내포럼으로 ‘일자리 창

을, 11월에 ‘한·미 장애인정책포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착

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과제)’을 열었다.  

방안’,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 방안’ 등 모두 5차례의 장애인정책토론회를 주관 개최하

2009년에도 정책연구로 여성장애인 지정 산부인과 제도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한 ‘여성장

였다. 이밖에도 정책지원의 학술지로 장애인 문제 및 현안해결에 기여할 연구 동향과 새

애인 의료관리체계 구축 연구’, ‘장애인차별사례집’, ‘장애인복지 용어 핸드북, 생활시설장

로운 연구 성과를 소개한 장애인복지연구 제1권 (1호~3호)을 발간하였다.

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방안 연구’, ‘시각장애인 직업선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

2011년에도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및 대안 수립,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주

안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연구’,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에 관

요 정책과제 등을 주제로 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를 비롯

한 연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CIL) 제도화 방안

해 ‘등급외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 및 사

연구’, ‘장애인 통계집’,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장애인행정도우미

례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직무분석’,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장애인부모 자녀양육 교육지원서비스

시설 생산성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개선방안 연구’, ‘아·태 국

정책개발연구’를 수행했다. 또 2009년 4월 28일에는 개발원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한국

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리 이행 측정지표 연구’, ‘재화·용역 제공에서의 장애 차별 예

장애인개발원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방매뉴얼’,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욕구와 시장분석’, ‘여성장애인 가족 지원방안’, ‘시설장애

2010년에는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주제로 한 ‘중증장애인 다

인의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재활체육지도자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

수고용사업장 발전방안 연구’, ‘장애인단체 국고지원사업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국가유

사고 후유 장애인 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중증장애인 및 가족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에 따른 서비스 조정 연구’, ‘한국척수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

‘자립생활센터 평가기준 마련 연구’,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연구’,‘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상

구’,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성과 및 치료유형별 사례분석’,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인적

담소 운영방안 연구’,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개선방안 연구’, ‘뇌성마비인 직업재활서비

편의제공연구’, ‘2011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푸르메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방안

스 지원방안 연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방안’, ‘중증

연구’, ‘제3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재활체육 제도화 방안 연구’,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또 개발원의 연구결과 및 장애인당사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정책입안자 및 학술연

욕구조사’, ‘척수장애인 의료지원체계 연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인력 체계화 방안 연

구자 등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전문가집단의 원활

구’, ‘2010 장애인백서’,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및 대안 수립’, ‘장애인단체 국고보조
사업 평가’,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중증장애인 가족지원방안연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욕구와
시장분석 - 2011년 발행

한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포럼으로 ‘아·태 지역에서의 장애인 권리협약의 성공
적 비준 및 이행 전략 국제포럼’을, 국내포럼으로 ‘장애인성년후견제 도입 의미 및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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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의 과제’, ‘중

4. 2007 심포지엄

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발전방안’과 학술지로 장애인복지연구 제2권(1호~4호)을 발

- 한·일국제심포지엄 :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와 대안

간했다.
2008
3. 진흥회 및 개발원 초기의 정책연구 수행과제

1. 연구보고서(자체)

- 장애인복지종사자 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2006
연구보고서(자체)

-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개발 연구
- 장애인분야 통계자료 DB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
애인 고용창출 및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 2008년 발행

-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및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장애인사회참여 의료 평가보고서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방안 연구

- 장애인사회참여 정보접근 평가보고서

2. 연구보고서(수탁)

- 가족중심의 장애 아동통합지원 체계 구축연구
2007

3. 2008 정책포럼

1. 연구보고서(자체)

- 2008 장애인정책포럼 :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성공전략

- 장애인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 한·미장애인정책포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착과제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평가도구 개발 연구
-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연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평가도구
개발 연구 - 2007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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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2008년 발행

2009

-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1. 연구보고서(자체)

    (공공시설 내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제도)

- 장애인차별사례집

-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성화 방안 (현장종사자 경험을 토대로)

- 여성장애인 의료관리체계 구축 연구 (여성장애인 지정 산부인과 제도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2. 협력 연구보고서(자체)

- 장애인복지 용어 핸드북

-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 민간보험 평가보고서

- 생활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방안 연구

-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 숙박시설 평가보고서 : 서울 소재 특1급 호텔

- 시각장애인 직업선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3. 2007 번역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연구

- 장애인의 삶의 기회 증진을 위하여(2005 영국)
- 2005 장해자백서(일본 내각부)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
안 연구 - 2009년 발행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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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개선방
안 연구 - 2010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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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생활센터(CIL) 제도화 방안 연구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발전방안 연구

- 장애인 통계집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2. 연구보고서(수탁)

2. 연구보고서(수탁)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분석

- 중증장애인 가족지원방안 연구

-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 장애인부모 자녀양육 교육지원서비스 정책개발 연구

- 제3차 아·태장애인 전략기획단 사무국 운영

3. 2009 학술대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주년 기념사업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연구 - 2010년
발행

- 발달장애인 정책기획단 사무국 운영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 정비 및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연구
-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2010

3. 장애인정책토론회

1. 연구보고서(자체)

국제포럼: 한·중·일 장애인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장애인단체 국고 지원사업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국내포럼: 제1차 : 2010 장애인정책포럼 -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에 따른 서비스 조정 연구

               제2차 : 2010 장애인정책포럼 -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

- 한국척수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제3차 : 2010 장애인정책포럼 -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 자립생활센터 평가기준 마련 연구

               제4차 : 2010 장애인정책포럼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 방안

-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연구

4. 학술지 “장애인복지연구” 제1권 1호 ~3호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상담소 운영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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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개선방안 연구

2011

- 뇌성마비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1. 연구보고서(자체)

-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방안

-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 등급외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

- 재활체육 제도화 방안 연구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 및 사례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 척수장애인 의료지원체계 연구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생산성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인력 체계화 방안 연구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개편방안 연구

- 2010 장애인백서

- 아·태장애인정책 분석 및 정책 이행 측정지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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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 2011
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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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용역 제공에서의 장애 차별 예방매뉴얼

올림픽대회를 준비하던 시점부터였다.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체육 관련 시설과 선수

-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욕구와 시장분석

숙소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 여성장애인 가족 지원방안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은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 시설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제정되어 1998년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기본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

- 재활체육지도자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치를 의무화하면서 시설 설치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

-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 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이 법 시행과 관련해 당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업무와 정부 및 지방자치

- 중증장애인 및 가족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단체의 관련 정책 지원업무 등을 수행해왔던 개발원(당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은 2006

-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인식개선 등의 공무원교육’이 가능한

2. 연구보고서(수탁)

기관으로 지정되고, 2007년 9월에는 ‘BF(Barrier Free)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편의시설

-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

관련 업무가 개발원의 기관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요 업무의 하나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 제3차 아·태장애인 전략 연구 및 전략기획단 운영

BF인증제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성과 및 치료유형별 사례분석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인적 편의제공 연구

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였다.

- 2011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이는 1998년부터 시행해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 푸르메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현실적으로 다양한 시설물의 구조에 맞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제한이 많고, 이동약자

- 3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

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상황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

3. 장애인정책토론회

안이기도 했다.

(국제/국내) 국제포럼 : 아·태 지역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성공적 비준 및 이행 전략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한 BF인증제도는 제도 도입과 함께 개발원과 한국토지공사(현

                 국내포럼 : 제1차 장애인성년후견제 도입 의미 및 준비

LH공사)를 실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면서 개발원에서는 약 9개월의 업무준비기간

                                 제2차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건축물 분야의 BF인증제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3차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의 과제

한편 인증사업 이외에도 개발원 출발 초기인 2008년 9월에는 ‘도시지역 장애인 주거환경

                                 제4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발전방안

개선 시범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2011 학술지 장애인복지연구 제2권 1호 ~４호

및 부산지역의 저소득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장애유형별 맞춤형으로 개선
하는 MOU를 체결하면서 개발원이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 대한주택

4.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으로 도약

공사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은 개발원은 서울시 12가구와 부산시 소재 8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이 시작된 것은 1988년 서울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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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를 뚫고 새로운 바다로
항해하다

사업기반 안정화와
국제협력 강화

기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개발원은 이러한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서 기관의 정체성을 새롭게

업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 직종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일자리 정책과

정립하고 조직관리의 토대를 다진 가운데 2012년에는 정책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관련한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했다.

연구실 내에 정책개발연구부, 권익증진연구부, 편의증진연구부 3부를 설치하여 연구기능

중증장애인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경영 및 마케팅 등 지원을

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관련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장애인백서 발간,

확대하였으며, 장애청소년 직업재활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기관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 연구,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서비스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을, 지역사회 직업재활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개편방안 연구,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취약계층에 대한 성년
후견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수화통역사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중증장애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
인증마크

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힘썼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서도 힘썼다. 먼저 201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

직업유지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선구매 촉진계획 수립에 기여하였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인증심사 및 사

이러한 가운데 2012년에는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송도

후관리도 꾸준히 해나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실무운영 매뉴얼 개발과 해외사례 조

에서 개최된 ‘2012 UN ESCAP 정부간고위급회의’를 지원하고, 향후 10년간 아시아·태

사, 종사자 교육을 통해 생산시설의 운영능력 강화에 일조했다.

평양지역의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유엔 에스캅 회원국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한 ‘인천

이외에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주거권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인 장

전략’선포에 기여하게 된다.

벽을 해소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 홍보에도 힘을

한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일자리사업을

기울였다.

지원하고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애썼다. 또한 신규 장애
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장애인
이 참여할 수 있는 직종을 확대해나갔다. 또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AbleUp인턴십 사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등

2013년 2월에는 개발원 내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앙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설립과 함께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방안
연구 등의 조사연구는 물론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에게 통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홈
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지역순회형 사업설명회를 실
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원의 주요 사업인 장애인정책 관련 조사연구도 2013년에는 30건이 수
행됐다.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같은 기초통계·자료 관련 연구, 장애
인 고용 및 직업재활 관련 연구, 인권증진 및 편의증진 분야 연구는 물론 새롭게 국제개발
협력 분야 연구와 장애아동 및 가족, 발달장애인 관련 연구가 강화되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공공기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UN ESCAP 정부간고위급회의’ 이후 2013년 6월 인천전략의 국내·외 이행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인천전략이행기금운영사무국’으로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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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연계한 중증장애인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면서 취업 후 근무지에서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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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보조인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안정

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인천전략기금이행사무국으로서 아·태지역 장애

적인 일자리를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계속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미취업 발달장애인을

인 권익 향상을 위해, KODDI-UN ESCAP 협력사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아·태지역 장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애전문가 초청 연수사업, 민관협력사업,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
결하고 마케팅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수의계약 대행업무를 강화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구매기관이 손쉽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
록 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와
BF인증 의무화

2015년은 국내 장애계가 사회 안에서 더욱 발돋움한 시기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노
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관련 법령체계가 진일보하
는 한편, 장애등급제 개편 준비를 통해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2014년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활동지원제도·자립생활센터·자립자금 등

기도 했다.

의 연구, 장애인복지 지표 및 인천전략 지표 등 기초통계·자료 연구, 학교 및 일터에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개발원에서는 장애인 관련 정책현안에 부응하는 조사·연구 26건을

활용 가능한 인식개선 교재·매뉴얼 연구 등 장애인정책 조사 연구 34건이 이루어졌다.

수행했으며, 장애통계연보, 장애인구 추이 분석 및 장기 추계 전망을 위한 기초연구 등 장

또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재활 분야 연구, 발달장애인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여성장애인

애 분야의 기초통계 및 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를 비롯해 자립지원과 직업재활에 관한 연

일자리 활성화와 관련한 의미있는 연구가 진행됐다.

구, 권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와 공공 영역에서의

회 거주’를 주제로 개최한 2015 장애인정책 국제포럼은 국내 상황에 주요 시사점을 제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취업 후 직무유지 지원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장애인
6,700여 명의 취업과 총 31개 공공기관에 11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중증장애인생
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는 중
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 실적 또한 2013년도 125건, 281억 원에서 2014년 243건,
733억 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편의증진사업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공간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농·어촌 지역 장애인의
주택 개조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였고,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는 직접적인 시공까지 지원했
다. 또  2014년에는 122개의 건물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실시
했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 편의시설 담당자 전문교육 및 찾아가는 세미나를 강화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비장애 형제자매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등의
조사연구는 물론 장애아동, 발달장애인과의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인식개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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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
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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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에 앞
장서면서 2015년에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총 6,909명의 장애인이 취
업에 성공했다. 또 계속일자리사업을 통해 84명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성
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

I got everything 오픈,
퍼스트 잡 시행,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으로의
정책 변화

2016년은 국내 장애계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
과를 거둔 해로 기록된다. 「수화언어법」 시행,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서비스 실시, 장애
등급제 개편 추진, 탈 시설에 대한 발전적 논의 등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간과했
던 사안들을 본격적으로 풀어가는 시간이었다.
개발원 내부적으로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연초 대대적인 조직개편

산시설의 역량 강화 및 시장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홍보

에 이어 각 사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쇼핑몰 등 인프라 마련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접근성을 제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틀을 재정비했다.

고하기 위해 노력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이 전년대비 19.3% 증가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꿈앤카페를 리뉴얼해 분위기와 맛으로 당당하게 시장에 출

한편 2015년 7월 29일부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

사표를 던진 카페 ‘I got everything’ 오픈과 직업훈련을 지역사회 내 사업체에서 진행하고

정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이 의

취업으로 연계하는 ‘퍼스트 잡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그리고 BF를 넘어 유니버설디자인

무화됐다. BF 인증기관 중 가장 높은 인증실적(2015년 예비·본인증 총 147건)을 보유한

환경으로의 정책적 변화 등 각 사업을 재검토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사회의 모든 공간이 장애인의 일상적 공간으로 편리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이러한 가운데 개발원의 주요 업무인 정책연구도 2016년에는 총 36건이 진행됐다. 이중

과 홍보는 물론 주거환경과 영업환경 등 장애인의 일상적 공간을 개선해나가면서 유니버

장애로 인한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장기간 추적하는 장애인패널 구축 연구는 1년간 500

설(Universal) 환경 조성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앞장섰다.

여 명의 패널을 통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등 2016년에 실행한 정책연구 중 가장 각별

또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지원계획 모의적용사업

한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개발원은 2017년부터 정책연구실 내 패널팀을 신설하며 본격

의 수행기관으로서 새로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의 토대를 다지면서 2016년부터 의무적
으로 설치되는 전국 17개 시·도지역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운영의 체계를 마련
했다.  
이외에도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무국으로서 아·태지역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유엔
에스캅(UN ESCAP) 협력사업,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와 지원사업,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했으며,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업무협약을 체
결하는 등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국내·외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퍼스트잡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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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패널조사에 나서게 된다.
정책연구와 더불어 개발원의 3대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2016년 개발원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한 사업이기도 했다. 기존의 중증장애인 채용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인
꿈앤카페 로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선도

2017년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출범한 지 10년째 되는 해로 개발원에 주어진 역할과 관
련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한 해였다.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미션을
향해 정책연구, 직업재활, 편의증진, 우선구매, 복지진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했다.

카페인 ‘꿈앤카페’를 개편한 카페 ‘I got everything’은 제1호점이 2016년 10월 7일 정부

중증장애인의 성공적인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카페 ‘I got everything’의 안착, 지

세종청사 교육부동에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기준 2개의 점포를 추가로 신설

역사회 사업체에서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

했다.

훈련 및 고용연계 시범사업(퍼스트 잡, First Job)’의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또한 미국의 선진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서치’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Free)을 넘어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으로의 정책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등 과거보

‘퍼스트 잡’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잡게 됐다. 사업체에서 직

다 두 세 걸음씩 더 앞으로 전진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퍼스트 잡은 2016년 8월 경남 창원에서 마산의료

또 17개 시·도의 모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원, 농협하나로 마트 창원점 등 10개 기관에 40여 명의 훈련생을 배치하여 성공적으로 시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한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제3차 시범사업

범사업을 마치면서 2017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5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

실시 등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 작업에도 앞장섰다. 이러한 가운데 고령장애인, 여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이후 우선

장애인, 시청각중복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연구를 비롯해, 직업재활, 인권, 장애정책, 편의

구매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 1.02%, 2016년 1.13%로 2년 연속 법정구매

증진 등 장애인 관련 정책 현안에 부응하는 총 33건의 연구수행을 통해 장애인정책 전문

율(1% 이상)을 달성하였다.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외에도 2016년에는 개발원이 2008년 BF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장애물 없는 생활

국제협력의 경우 2017년 11월 말에는 6억 9천 만 아·태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실현을 위

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2016년 9월 다시 BF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았다.

한 ‘인천전략’의 중간평가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면서 개발원은 인천전략기금운영사무국

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설

으로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천전략의 중간평가 결과를 유엔 에스캅 회원국들과 공유하

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6년 2월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반기 5년의 계획을 2018년도에 수립했다.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지역 거주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서비
스연계, 권익옹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한편 국제협력의 경우 개발원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행동목표인 ‘인
천전략’의 기금 운영사무국으로서 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개도국 장애
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2016년에는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및 고객
만족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하여 1월부터
부패방지를 위한 익명제보시스템 시행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직무능력중심 채용
절차 도입, 직원 역량별 교육체계 고도화, 가족친화경영 다양화 및 고도화, 직장 내 멘토
링 프로그램 시행, CS품질관리 추진 등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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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위한
로드맵 수립

공공기관 지정과
품질 경영시스템 구축

2005년 10월, 그동안 담당해 온 장애인체육 업무를 신설된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나눔 대축제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개발원(당시 장애인복지진흥회)은 약 2년간 기관의 정체성을 새롭게 찾아야만 하는 격변
연도별 나눔 대축제 임직원 참여 현황

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동안 진행해 온 문화복지, 편의증진 등 사업 내실화를 꾀하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정책사업 연구 등 새로운 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

구분

행사명

활동인원

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개발원은(당시 복지진흥회) 2006년 10월 기획예산

2015년

제6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87명

처의 공공기관 자율경영혁신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관리체제 도입

2016년

제7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74명

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등 직원 혁신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

2017년

제8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70명

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2007년 장애수당기준방안 연구 등 정부 정책사업 지원과 각 장애유형에
맞는 재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편의시설 인증제도입 준비, 장애인 데이터베이스 구
축, 활동보조인 사업, ‘able2010 프로젝트(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 도입 준비로 이어졌으며, 2009년 고객서비스 헌장 제정 및 선포,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구축,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장애인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이
미지를 제고하게 된다.
또한 2009년 이후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성과연봉제 도입, 가족친화경영 도입(2011
년) 및 2012년 가족친화 인증 획득(여성가족부), 2013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고용노
동부), 2014년 주무부처 평가 경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출범 이후 꾸
준히 추진해온 경영혁신 성과를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이어 2015년에는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익명 제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조직 투명성 제고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부패 취약요인에 대한 자
율적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평가 자료를 활용한 내부청렴 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또한 사전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내·
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지역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구광역시, 광
주광역시,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 4개 권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사업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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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17년부터 개발원 수행사업인 ‘저소득 장애인 주
거편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 방문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봉사활동과

조직관리의 토대를
다지다

개발원은 2008년 4월 11일 정관의 전면 개정과 함께 기관 명칭이 (재)한국장애인복지진
흥회(KOWPAD)에서 ‘(재)한국장애인개발원(KODDI)’으로 변경됐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목적사업이 기존 22개에서 9개로 정리됨에 따라 5월 19일에는 조직을 새롭게 개
편해 원장 아래 1본부(경영본부) 6팀(기획홍보팀, 총무 재무팀, 정책연구팀, 편의증진팀,
복지사업팀, 직업개발팀), 2센터(체육센터, 이룸센터)로 조정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1일에는 개발원의 주요 사업인 정책연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연구팀을 정책연구
실로 승격해 1본부 1실 5팀 2센터 체계로 변경했다.
이러한 조직체계는 2010년 3월 2일 기존의 ‘팀’단위 편제를 ‘부’단위 중심으로 확대하면서  
1실(정책연구실) 3부(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편의증진부) 3센터(직업재활종합센터, 체
육센터, 이룸센터)로 변경되었으며, 2012년 1월 17일에는 정책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1실 6부 1센터(정책연구실, 정책개발연구부, 권
익증진연구부, 편의증진연구부,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직업재활부, 이룸센터)로 개편
됐다.
당시 조직개편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연구와 직업재활사업이 개발원의 주요 사업이라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이에 기존 정책팀과 조사연구팀, 국제협력팀으로 운영해 오던 정책
연구실 조직을 더욱 확대해 정책연구실 산하에 정책개발연구부(연구기획팀, 서비스연구
팀), 권익증진연구부(권익증진팀, 자립지원팀), 편의증진연구부(편의증진팀, BF인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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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개 부서를 신설하고 각각의 부서 안에 팀을 구성했다. 또 직업재활종합센터를 직업재

있던 우선구매지원팀을 우선구매지원부로 각각 독립시킴으로써, 개발원의 홍보기능과 국

활부로 개편하고 기존 운영 중이던 직업재활팀과 일자리개발팀에 이어 우선구매팀을 신

제협력 강화는 물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소득보장을 위한 공격적인 사업체제로 전환했

설한 것이다.

다. 특히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접근 가능한 유니버설(Universal)한 환경구축과
2012년 1월 조직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기관으로서 특징을 살리기 위해 기존 편의증진부를

원장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UD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UD환경팀과 BF인증팀을 신설한
것도 장점이었다.

경영본부장

2016년 1월 조직도
이사회

원장

정책연구실
경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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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조직체계는 개발원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2016년 1월
11일 다시 조정됐다. 먼저 정책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해 기존 경영본부장 산하였던 정책연
구실을 원장 직속으로 조정하고, 경영본부 단일체제를 경영본부와 사업본부로 구분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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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본부에는 미래전략부(명칭변경), 경영지원부, 대외협력부(신설), 이룸센터관리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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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를, 사업본부에는 직업재활부(개편)와 우선구매지원부(신설),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이후 2017년 4월 17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역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전

(명칭변경),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개편한 것이다.

국 단위로 진행하는 직업재활사업, BF 인증제 운영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지

이는 장애인정책전문기관으로서의 장애인개발원의 정체성을 공고히하고 장애등급제개

부, 광주광역시지부, 강원도지부, 세종특별자치시지부를 신설함에 따라 개발원 조직은 1

편시범사업 등 정부의 장애인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실(정책연구실) 2본부(경영본부, 사업본부) 7부(미래전략부, 경영지원부, 대외협력부, 이

개발원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직개편이었으며, 경영본부장을 개방직이 아닌 내부 인

룸센터관리부, 직업재활부, 우선구매지원부,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1센터(중앙장애아동

사로 임명함으로써 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꾀한 것이 특징이기도 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지부(대구광역시지부, 광주광역시지부, 강원도지부, 세종특별자치

또한 기존 전략기획부에 소속돼 있던 대외협력팀을 대외협력부로, 직업재활부에 소속돼

시지부)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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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조직도

조직 2본부 1실 7부 1중앙센터(17지역센터) 4지부

(2017. 12. 31. 기준)

원장

이사회

사업본부

정책연구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개발원 사업
법률에 명문화

2018년 5월 28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한국장애인개
발원 주요 사업이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와 3에서
는 정책개발 연구,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편의증진, 국제협력 등 현
재 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명시했다. 또한
이에 더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장애인 안전 대책 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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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08년 4월 1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관련 조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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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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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흥회에서 변경하여 출범한 바 있다. 2008년 이후 정책연구개발 및 편의증진 업무에
더하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2008년),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2009년),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구축(2010년), 중앙장
애아동·발달지원센터(2013년), 국제협력인천전략이행기금운영사무국(2013년), 지역발
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2016년) 등 장애인 복지진흥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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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발
달
장
애
인
지
원
센
터

그러나 이러한 주요 사업을 추진해오면서도 그동안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법률이 아닌 정
관에만 규정돼있어 국고지원 및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수행의 안정화를 위해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개발원과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의 별도 조문 신설로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과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지원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
원사업,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 7가지 주요 사업을

인력

(2017. 12. 31. 기준)

담고 있다.

계약직
구분

임원

정규직

계
무기

기간제

정원

1

61

62

-

현원

-

60

56

192

총원 3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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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은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수요자 중
< 2018 개발원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심의 사업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장
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서비스를 위해 수요자·지역사회·현장중심 서비
스를 강화하고, 기관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는 인사나 조직이 투명하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투명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발원에서는 이와 같은 혁신로드맵 수립을 위해 2018년 5월, 각 분야별 전문가 13명으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혁신위원 13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 외부위원이었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
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으며, 내부위원으로는 노사협의회 노측대표 등을 포함시켜 개방적 구조 안에서 다양한 의
견 수렴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혁신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2018년 4월, 개발원 제4대 원장으로 취임과 함께 혁신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던 최경숙 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장은 혁신로드맵 수립에 대해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최근 장애인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급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에서 개발원이 지속가능한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장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부만이 아닌, 외부 전문가와 내부 구성원들이 함께해
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 시각에서 심도있게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해보
고자 구성된 혁신위원회는 바로 지금 개발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기검증이며, 중장기적인 발
전방향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해서 수립된 혁신안은 개발원에 주어진 책무, 미션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
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것으로, 이는 향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정책 전
문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더욱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혁신에 박차를 가하다,
백년 역사를 향한
혁신로드맵 수립

1. 장애인정책 전문기관과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강화를 위한 10대 혁신과제 선정

개발원은 2018년 6월 28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출범 10년과 2019년 기관 설립 30년

것을 자신합니다.”

- 최경숙 원장

을 앞두고 사업과 조직 전반적인 변화를 위해 10대 혁신과제를 담은 ‘혁신로드맵’을 발표
했다.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전문기관’이라는 비전과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인사·조직, 사업 전반의 혁신을 목적으로 수립된 혁신로드
맵은 개발원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혁신 관련 중장기 계획이었다.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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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장을 맡은 조한진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를 비롯한 13명의 혁신위원이 조
직·인사분과와 사업분과로 나뉘어 4차례의 분과별회의와 3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출된 혁신안은 최종적으로 전 직원 대상의 내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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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

따른 서비스 연계, 이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대상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교육

사업 분야로는 1. 사업 및 현장 중심 연구와 정책개발 강화 2.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강화

모듈을 개발한다.

를 통한 고용기반 확대 3. 우선구매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기반 확충 4. 장

이와 함께 인천전략이행기금운영사무국인 개발원은 2022년 인천전략 종료 이후 안정적

애인의 접근성과 안전 보장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5. 발달장애인 원스톱 지원체계 확립

인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인천전략기금사업의 민간영역 참여

6. 국제개발 협력을 통한 장애인 역량 강화 등 6대 과제와 조직·인사 분야로 1. 사회적

를 확대하며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장애 분야 국제개발·국제협력 전문

약자와 더불어 성장하는 공공기관 2. 열린참여·국민공감을 통한 사회자본 구축 3. 일자

가를 양성한다.

리 안정을 통한 행복을 실천하는 일터 4.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등 4대 과
제를 담은 개발원의 10대 혁신과제는 모두 27개의 세부이행과제를 담고 있으며, 2018년

3. 투명하고 개방적인 조직 운영,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지는 중장기계획이기도 하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먼저 장애인 고용률을 현행 6.4%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중
2.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연구 사업 추진

여성장애인 비율을 5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 여성의 채용에 앞장서는 한편, 기관 정체성에 맞는 채용문

주요 사업인 ‘사업 및 현장중심 연구와 정책개발 강화’에는 연구와 사업 기능이 공존하는

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개발원의 특성에 따라 연구를 기반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주요 사

또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보장을 위해 감사실을 신설하고 중대비리(채용비리,

업별로 담당 연구원제를 실시하고 현장 이슈를 반영한 연구 비중을 30% 이상 유지하는

성비위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한편, 연구과제 선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직업재활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 환
류를 강화해나가면서 장애유형과 욕구, 직무능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재활지원모델을
개발해나가기 위해 2018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 폐지에 맞춰 개인별 맞춤형 직업재활계획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 서비스
를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제선정위원회를 운영, 현장 이슈를 반영
하는 연구 및 정책개발 비중을 30% 유지하고 소책자 위주의 이슈페이퍼를 활성화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생산시설에 대한 마케팅 및 컨설
팅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먼저 발주 후 생산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접근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지역단체와 협력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Free)’ 인증 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포괄적 재난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매
뉴얼을 개발한다. 아울러 전국 16곳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지원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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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6일 장애분야 내·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한국장애인개발원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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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위해 무기 및 기간제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직급과 임금체계

장애인 정책연구
장

정책 연구강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정책, 편의증진, 직업재활 등

를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의 연구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이 필요

이외에도 현재 지자체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앙발달장

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애인지원센터와 함께 개발원장 직속 주요 조직으로 개편하고, 혁신안이 과제로만 머물지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않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직과 외부 자문조직

장애인정책 연구는 현재 기초통계·자료, 정책개발, 장애차별 및 인권, 장애유형, 장애정

을 운영하도록 했다.

책. 전달체계, 직업재활, 편의증진, 활동지원 및 자립지원, 발달장애, 정책지원으로 구분
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연구 초기인 2012년 복지일반, 경제활동(직업재활),
사회참여, 정책지원사업으로 크게 분류되어 그 안에 기초통계·자료, 서비스전달체계, 활
동지원, 장애아동·가족, 발달장애인, 편의증진, 인권증진, 권익증진, 정책개발파트로 연
구가 진행되던 것을 연간 연구계획과 정부 정책의 현안 흐름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장애
인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각 영역별 연구로는 기초연구, 정책연구, 국제협력, 정책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기초연구 부문

기초연구는 장애인복지 현황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와 관
련된 통계 등의 자료는 공유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 정책
연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 등의 자료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 연구개발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 장애인의 욕구 및 복지현황 관련 기초자료수집, 장애영역별 장애인복지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다양한 장애인 정책분야의 기초자료를 조사,
구축함으로써 현황파악을 통한 ‘변화’의 경향을 도출하여 정책 방향의 적절성과 효과성
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도구 개발, 현재 본원에서 수행 중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장
애인일자리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평가 지표개선 연구,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한국장애인개발원 혁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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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표개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지표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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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 주요 영역
구분

2008~2010

•장애인백서
기초통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및 자료 구축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장애인백서
•장애통계연보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장애인삶 패널 조사

분야에서 시의성 있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현안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재활체육지지도자 양성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 개선
•학대피해 장애인
•장애인 자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장애포괄적 재난관리
•장애인 중장기정책 및 평가
•장애개념
•장애영향평가
•여성장애인 모성권
•시청각중복장애인
•척수장애인
•고령장애인
•장루·요루 장애인

정책연구실은 정부 부처 및 장애계와 협력하여 「인천전략」으로 불리는 ‘제3차 아·태장애인

•공적개발원조(ODA),
장애포괄적 개발 협력
•인천전략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인천전략

해 각종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차별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차
인권
국가보고서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차별금지 이행 모니터링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장애차별 예방매뉴얼
(재화용역, 사법행정, 교육, 고용)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차별금지 이행 모니터링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장애차별 예방매뉴얼
(체육, 문화예술)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인 가족지원
가족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재활치료,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유형

국제협력

•재활체육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난청인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중고령 장애인
•청각장애인, 척수장애인
•정신장애인

•아·태장애인

정책연구는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상황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
략 및 정책개발을 위한 것으로 장애유형별 연구 및 전달체계, 고용, 재난안전 등의 다양한
있다.
3. 국제협력 부문

10년(2013-2022) 전략’의 국내 이행로드맵을 마련했고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기간 동
안 우리나라가 인천전략의 틀 안에서 모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제시하기 위
- 국내·외 학술대회, 해외 주요 연구기관, 연구자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를 통해 장애
인정책의 국제 흐름을 파악하여 국내 장애인정책 개발에 참고하고, 국제적 연구 네트워
크를 형성함으로써 장애인정책연구의 국제적 역량 및 국제교류 등을 증진하고자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4. 정책지원 부문

•장애인복지 통합서비스
•취약계층 성년후견서비스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과계
•ICF 기반 장애평가체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직업재활시설 실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개편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전문가집단의 원활한 정보

편의시설 및
보조기구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장애인 보조기기 활성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관련 핵심 이슈

활동지원 및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자립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및
모니터링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
•탈시설

에 대해 장애인단체 간담회,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장애인정책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

•발달장애인 서비스욕구

•발달장애인 정책정보 접근성,
재활의료, 가족휴식 등

서비스
전달체계

직업재활

발달장애

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2. 정책연구 부문
2015~현재

•장애인백서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중증장애인 가족패널 기초연구
•장애인 기업 실태조사

정책개발

142

2011~2014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

정책지원은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관련 기관 종사자, 정책입안자 및 학술연구자 등의 다양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정책연구실은 학술연구자, 정책입안자, 장애인 당사자,

을 지향하고 정책 반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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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획 : 장·단기 연구사업의 계획수립, 연구성과 홍보, 정책 의견수렴 및 국민적 합

지원 및 장애유형별 서비스 관련 연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연구’, ‘장애인

의 도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위원회 지원,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정보 교류 등을 추

활동지원제도 관련 연구’, ‘국제연구 등 기타 관련 연구’가 진행됐다.

진하고 있다.

또 권익증진연구부의 권익증진관련 연구로는 ‘권익증진 및 차별금지 관련 연구’, ‘모니터링

- 장애단체 간담회 운영 : 본원 수행 연구과제의 적절성과 전반적인 연구방향 및 동향 등

및 인식개선 교육·연구’, ‘기타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이,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에 대해 검토하고자 연2회 집합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단체 대표자들과 연구과제에 대한

는 ‘소득보장 및 직업재활 관련 조사·연구’, ‘소득보장 및 직업재활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

의견을 공유하여 연구의 현장성 향상을 기하고 있다.

개선 지원’, ‘직업재활 관련 사업평가 등과 보조기구 관련 연구’가 수행됐다.

- 장애인복지연구 발간 : 국내·외 장애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의 실증적인 연구동

그리고 편의증진연구부의 편의증진 관련 연구로는 ‘편의증진 관련 정책 지원 및 조사·연

향을 파악하고 연구인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장애인 문제 및 현안·해결에 기여할 새

구’, ‘편의증진 상담 및 교육 등’,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편의시설 실태 상시점검단

로운 연구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학술지를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운영’이, BF인증과 관련해서는 ‘BF인증 관련 상담 지원’과 ‘BF인증 관련 심의·심사’, ‘BF

- 국내·외 장애인정책 동향분석 : 국내·외 장애인 통계, 법률, 제도, 정책 사례 및 이슈

인증 관련 정책지원 및 연구’가 진행됐다.

등에 대한 현황과 동향, 해외 학술 교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상, 하반기 각1
2012

회 KoDDISSUE를 발간하고 매월 온라인으로 KoDDISSUE e-letter를 발행하고 있다.

1. 연구보고서(자체)

- 중증장애인 및 가족 패널조사
- 2012 장애인백서

정책연구실
확대 개편을 통한
정책연구 기능 강화

- 2012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개발원은 2012년을 장애인정책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본격

- 장애인단체 업무매뉴얼

적인 걸음을 시작하는 한 해로 정하고 정책연구실을 확대 개편하여 정책개발연구부, 권익

-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기관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

증진연구부, 편의증진연구부 등 3부를 설치하여 연구실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 서비스 개편방안 연구

관련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2012 장애인 백서 발간,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

-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을 위한 법령체계 구축방안 연구

기관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 연구,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 개편방안 연구, 발달장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애인 종합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취약계층에 대한 성년후견서비스 지원방안 연

- 직업재활서비스 표준모형 개발 및 원가분석 연구

구, 수화통역사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중증장애인 직업유지방안 등의 연

-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구를 진행했다.

-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 방안 연구

구체적으로 정책개발연구부 연구기획으로는 ‘국내·외 장애인정책동향 수집 및 분석’, ‘장

- 공적개발원조(ODA)의 장애주류화 방안 연구

애인복지관련 현안이슈의 정책개발 등 지원’,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구 및 국제협력 등’,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정책지원’,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서비스연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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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의
장애주류화 방안 연구

- 사법·행정 절차 및 참정권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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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의미와 실제’ 등을,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연구로 ‘성인발달장애인의 가족의 욕

- 제주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제주특별자치도)

구 및 지원방안 연구’,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방안’, ‘장애아동 학대 실태분석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인천광역시)

및 지원방안 연구’,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방안 연구’ 등을 수행했다.

-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건복지부)

이외에도 장애인의 자립 및 활동지원에 대한 연구로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조사 및 기관평가를 위한 정책연구(보건복지부)

안 연구’,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연구’,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와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및 운영방안 연구(보건복지부)

지원방안 연구’ 등의 연구와 주거복지 분야로 ‘복지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거주시설 모형

- 공공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을 위한 방안 연구(보건복지부)

설계 연구’가 진행됐다.

-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한 고용 및 직업재활 분야로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스마

-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평가 연구(’12년 에스캅 정부간 고위급회의 의제 개발 관련)

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지표

    (보건복지부)

개선 연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해외 장애인일자리 현

-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보건복지부)

황 조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보건복지부)

장애차별 및 인권증진과 관련해서는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인천전략 지표에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연구(보건복지부)

대한 메타데이터시트’, ‘장애인권리보장법에 관한 연구’,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등을 수행했다.

3. 장애인정책토론회(국내)

장애인 시설공간 접근성을 추구하는 편의증진 분야 연구로는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

- 제1차 : 장애인성년후견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논의

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건축법 개정 마련을 위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비용효과 분

- 제2차 : 여성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 논의

석 연구’,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연구’, ‘장애인 U-health 스마트

- 제3차 : 장애인지 예산 제도 도입 논의

서비스 모델 개발연구’ 등이 이루어졌고, 특히 새로운 국제협력 분야 연구로 ‘동아시아 장

- 제4차 :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대책 논의

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연구’도 수행됐다.
2013
1. 연구보고서(자체)

장애인정책 아젠다
연구 중심

2013년 개발원의 정책연구는 정부의 장애인정책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성을 담보

- 2012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하면서 연구결과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주류화 관련 제도 도입방안 기초연구(1)

기초통계·자료 분야로는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

- 중고령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조사’, ‘2013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와 같은 보다 폭넓은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발달장애
인에 대한 연구로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지원 매뉴얼’과 ‘발달장애인 관점에서 바라본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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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

- 복지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 거주시설 모형 설계 연구
- 동아시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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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 및 지원방안 연구

3. 국내·외 정책포럼

-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전환서비스 중심으로

(국제) 제20차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IAGG 2013) 후원

- 2013 장애인단체 정책연구 공모사업 보고서

         한국직업재활학회 2013년 국제(연차)학술대회 공동개최

- 2013 장애인백서

         시각장애의료교육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공동개최

-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국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역사회 파트너십

-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Meta-data sheet) 작성

        :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거주시설의 관점에서(한국장애인복지학회 공동주

-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최) 정신장애인지원방안에 대한 다각적 논의

-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장애인권리보장법에 관한 연구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지표 개선 연구
-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건축법 개정 마련을 위한 건축물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비용효과 연구
- 국내외 사례를 고려한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기초연구

수요자 욕구에 부합한
연구 확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수요자 욕구에 부합한 연구와 정책연구 결과가 장애계
핵심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관실태분석을 통한 수가체계 개
편 연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제공 필요성 및 적용방안’, ‘활동보조인의 교육과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
와 지원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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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보고서(수탁)

정 개선에 관한 연구’, ‘자립생활센터 운영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장애인자립자금

-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2차년도)(한양대)

대여사업 개선방안 연구’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보조기기에 관한 분야는 ‘중고령장애

- KBS 제3라디오에 대한 청취자요구 연구(KBS)

인 U-health 스마트 건강서비스 도입을 위한 욕구조사 및 효과성·만족도 평가(제3차년

- 2012년도 경기도장애인단체지원사업 평가(경기도)

도)’,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개편방안 연구’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관련한 ‘주요 선진국

-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보건복지부)

과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연구(보건복지부)

또한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관한 연구로 매년 진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

- 2013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터링 연구’와 ‘인천전략 지표 측정 데이터 구축 연구’, ‘EU 및 OECD 국가 장애인복지 지표

-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보건복지부)

연구’ 등과 같은 보다 폭넓은 기초통계·자료 분야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실제 현장

-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방안 연구(보건복지부)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용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

-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연구(보건복지부)

침해 예방 교재 개발 연구’ 등을 수행했다.

-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 근로 실태조사 및 직무매뉴얼 개발연구(보건복지부)

2014년도 장애계의 핵심 이슈로 정책 또는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연구(보건복지부)

이용인의 인권 보장 제도 연구’, ‘장애인자동차표지 개선방안 마련 연구’, ‘시설유형별 장애
인편의시설 설치 등급 설정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했다. 이외에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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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 연관해서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 분석 연구’를 진행했고, 장

-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애유형별 연구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 인천전략 지표 측정 데이터 구축 연구

한편 장애계의 핫이슈인 발달장애인 및 아동, 가족지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 EU 및 OECD 국가 장애인복지 지표 연구

‘발달재활서비스-특수치료지원 통합방안 연구’, ‘한·중·일 장애아동 가족지원 정책비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질의회신(Q&A) 사례집

교’, ‘비장애 형제자매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
구’, ‘발달장애인 권리 및 복지지원방안 연구’,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사례분석 지원 매뉴얼

2. 연구보고서(수탁)

개발 연구’, ‘장애아 부모지원 가이드북 개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마련 연구

장애인의 직업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 분야 연구로는 ‘정부 부문 취업 중증 시각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 개선방안 마련 연구

의 고용안정 영향 요인 연구’, ‘장애인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 발달재활서비스-특수치료지원 통합방안 연구

구매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 ‘직무지원인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제공 필요성 및 적용방안 연구

지원사업 매뉴얼개발 연구’, ‘공공기관 창업형일자리 카페 바리스타 직무매뉴얼 개발 연구’

-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소득보장 정책 비교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연구로는 ‘여성장애인 고용촉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관실태분석을 통한 수가체계 개편 연구

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수행했다.

-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3차년도)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의 인권 보장 제도 연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2014

- 장애인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연구

1. 연구보고서(자체)

- 제6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연구

- 2013년 국고보조사업평가 연구

-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개편방안 연구

- 한·중·일 장애아동 가족지원 정책 비교
- 활동보조 교육 과정 개선 방안 연구

3. 학술지 및 자료집 발간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 학술지 장애인복지연구 발간 (6월, 12월)

- 자립생활센터 운영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KODDI 연구요약집 (국문, 영문)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개선방안 연구

주요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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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4. 장애인정책토론회

-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 분석 연구

- (국제)한·중·일 장애인복지정책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 (국내)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
- 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교재 개발 연구

5. 국제포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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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요세미나

지원제도 사후관리 평가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장

   (1차)2013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별 적용 가능성 연구’, ‘탈시설(발달장애인) 모델개발 연구’,

   (2차)장애포괄적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매뉴얼 연구’가 이루어졌다.

   (3차)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방안 연구(오픈세미나)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하여서는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

   (4차)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시트

구’, ‘장애인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자격기준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총구매

   (5차)활동지원종사자 근로실태조사 및 직무매뉴얼 개발 연구

액 적용제외 기준 마련 연구’, ‘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 사례 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확

   (6차)장애아동 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오픈세미나)

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해외선진사례를 통한 직업재활센터 확충방안’, ‘중증장

   (7차)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오픈세미나)

애인의 직업재활 계획 수립을 위한 직업상담과 직업평가 매뉴얼 연구’를 수행했다.

   (8차)활동지원사업 종사자 직무매뉴얼 개발 연구

장애인의 인권증진·권익향상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연

   (9차)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

구’, ‘체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방안 연구’,

   (10차)장애인 유헬스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3차년도)(오픈세미나)

‘제7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11차)활동보조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 ‘Barrier-Free 공원 인증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한편 이러한 정책연구

   (12차)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

이외에도 정책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연구」 학술지를 발간했으며, ‘화요세미나’, ‘2015
장애인정책 국제포럼’, ‘2015년 연구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7. 2014 연구결과발표회

- 2014 KODDI 연구결과발표회 개최

2015
1. 연구보고서(자체)

-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평가체계 개발 연구

정책현안에 부응하는
연구 확대

2015년에는 장애인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관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련 조사·통계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정책 및 제도 모니터링·평가를 통해 정책 이

- 장애인구 추이 분석 및 장기 추계 전망을 위한 기초 연구

행상황을 검토하는데 주력했다.

- 2015 장애통계연보

장애 분야의 기초통계 및 자료 축적을 위해 ‘2015 장애인백서’, ‘2014년 장애인단체 국고

- 장애인활동지원 사후관리 평가 연구

보조사업 평가’, ‘장애인구 추이 분석 및 장기 추계 전망을 위한 기초연구’, ‘2015 장애통계

-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연구

연보’,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

- 2014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됐으며, 장애인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자립생활
센터의 평가체계 개발 연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장애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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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 체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연구
-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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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자격기준 연구

4. 2015 국내·외학술교류

-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국제)한·일 장애인복지정책 국제회의 및 국제포럼 개최 2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총구매액 적용제외 기준 마련 연구

- (국내)학술대회 공동개최 1회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방안 연구

- 2015년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정책 포럼

- 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 사례 연구

   (1차)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정책

- 2015 장애인백서

   (2차)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아동지원

- 2014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보고서

   (3차)탈시설 장애인의 주거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4차)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시설 개편방안
   (5차)활동지원

2. 연구보고서(수탁)

   (6차)지역사회 중심의 직업재활 및 발달장애인 고용

-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정책 연구

   (7차)지역사회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정책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

   (8차)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방안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서비스 개발 및 통합 운영방안 연구

   (9차)지역사회와 발달장애인 지원체제의 모습, 개인별예산제 해외사례

- 탈시설(발달장애인) 모델개발

   (10차)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정책 대안들(종합)

- 발달장애인 재활·의료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발달장애인 정책정보 접근성 제고에 관한 연구

5. 2015 화요세미나

-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1차)중증과 경증 여성장애인의 시간제 일자리 참여 결정요인 연구

- 발달장애이해교육 하트해피스쿨 효과성 연구

   (2차)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제공 필요성 및 적용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3차)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사례분석 연구

- 제7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4차)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이행 방향(오픈세미나)

-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별 적용가능성 연구

   (5차)발달재활서비스-특수치료지원 통합 방안

-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연구

   (6차)부모결연프로그램(오픈세미나)
   (7차)시설유형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급 설정에 관한 연구

3. 학술지 및 자료집 발간

   (8차)직무지원인 지원사업 직무지원서비스 매뉴얼

- 학술지 장애인복지연구 발간(6월, 12월)

   (9차)장애인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연구

- KODDI 연구요약집(국문, 영문)

   (10차)임금근로장애인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과 빈곤과의 관계
   (11차)미국사례로 살펴본 장애등급제 폐지,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원스톱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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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5 KODDI 연구결과보고회 개최

재활시설 연구’가 수행됐으며, 편의증진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연
구’,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이외에도 정
책지원사업으로 ‘장애인단체 간담회’, ‘학술지 발간’, ‘국내·외 학술대회 및 교류’도 실시
했다.

장애인정책 발전방향과
중장기 비전 제시

2016년에는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복지 현장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정책, 전달체계, 기초 통계 및 자료 구축, 인권, 자립증진, 국제협력,

2016

여성장애인, 직업재활, 편의증진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 연구보고서(자체)

장애정책 분야는 ‘장애인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연구’,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중간평가 연구’,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연구’, ‘발달재활서비스 품질관리방안

- 2015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보고서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연구

(제공인력중심)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정책의 효율적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 맞춤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형서비스 지원체계 총괄연구’,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급여체계 개편방

-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안 연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향 연구’도 진행됐다.

-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연구

장애 분야 기초 통계·자료 축적을 위해서는 ‘인천전략 이행 평가를 위한 조사 연구’,

-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연구: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2016 장애통계연보’, ‘장애인복지 패널 구축 연구’, ‘제주도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연구’가

-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임신·출산지원 정책연구

진행됐으며, 인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연

- 장애인일자리사업 평가체계 구축 연구

구’,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연구’,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

- 2016 장애통계연보

발 연구: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연구’, ‘장애인

-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연구

자살 예방을 위한 사례 연구’, ‘문화예술에서의 장애차별 매뉴얼 연구’, ‘2016년 장애인차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연구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수행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급여 시범사업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중증장애인

- 장애인 자살예방을 위한 사례연구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 등 장애인의 자립증진 관련 연구와 ‘장애 분야 국제개발협력 확

- 장애인복지 패널 구축 연구

대 방안 연구’, ‘KOICA 장애포용 개발 협력 전략 추진 용역 연구’를 수행했으며 여성장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효과성 분석 및 운영 개선 연구

인과 관련하여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임신·출산지원 정책연구’, ‘여성장애인 교

-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 확대 방안 연구

육지원사업 평가 연구’ 국제협력 관련연구도 수행됐다.

- 문화예술에서의 장애차별 매뉴얼 연구

장애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직업재활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평가체계 구축
연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효과성 분석 및 운영 개선 연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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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보고서(수탁)
장애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례연구

-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총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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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급여 시범사업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평가 연구

장애관련 통계·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패널팀 신설 및
정책 네트워크 강화

2017년에는 장애인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의 변화로 인한 장애인 삶의 질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연구실 안에 ‘조사패
널팀’을 신설했다. 조사패널팀의 주요 업무는 장애인 일상생활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기
초자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정책의 변화에 따른 복지, 생활수준, 사회참여, 건강상태 등의

- 제주 중증장애인 생활 실태조사 연구

변화 분석 등이다. 개발원은 조사패널팀 신설로 향후 장애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

-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연구

지 통계 DB를 구축하여 장애인복지 전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방향을 마련

- 발달재활서비스 품질관리방안(제공인력 중심)

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2018년 1차조사를 목표로 2017년 장애유형, 장애

-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향 연구

정도, 성별, 연령, 거주 지역에 따라 장애인 414여 가구를 표본추출하였으며 장애인 패널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 연구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중간평가 연구

정책연구로는 2017년에도 장애인 복지 현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기초 통계·자료’, ‘장애

- 장애인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연구

차별 및 인권’, 정책개발, ‘장애유형’, ‘장애정책’, ‘전달체계’, ‘직업재활’ 분야를 주제로 다양

- 2016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한 연구를 수행했다. ‘기초 통계·자료’ 분야는 ‘2017 장애인 백서’, ‘2016년도 장애인단체

- KOICA 장애포용 개발협력 전략 추진 용역 연구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보고서’, ‘2017 장애통계연보’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 인천전략 이행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인권분야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재개발 및 강사양성체계 마련 연구’, ‘장애아 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매뉴얼 개편 연구’,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017년도

3. 학술지 및 자료집 발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및 지원체계 연

- 학술지 장애인복지연구 발간(6월, 12월)

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했다.

- KODDI 연구요약집(국문, 영문)

장애유형 분야는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및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척수장애인재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정립연구’,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 ‘경상남도 발달장애

4. 국내·외 학술교류

인 서비스 실태·욕구 조사 및 정책제언’,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를 수행

- 국내·외 학술대회 및 교류 국외연수 실시(일본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

했다.
장애정책 분야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추진과제 및 정책방향’, ‘ICF기반의 장애사정체

5.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장애인정책 미래포럼(3차 진행)

계 활용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지원현황 실태조사’, ‘새
정부 장애인정책 주요 공약 분석’, ‘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장애인 주거권

6. 장애인단체 간담회 장애인 단체 간담회 진행(2월, 11월)

보장을 위한 주거지표 개발 및 정책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전달체계 분야는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기관 운영방안 연구’, ‘이용자 선택권 향상을 위한

제주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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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회의 2016년 연구과제(자체) 평가 및 2017년 연구과제 선정

장애인복지서비스 유연화 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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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현황 조사’를 수행했다.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직업재활 분야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 해외 제도 분석 연구’, ‘정신장애

-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및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장애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연구–의무고용 적

- ICF 기반의 장애사정체계 활용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용제외 직종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장애인일자리

- 척수장애인재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정립 연구

사업 종합평가 연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선 연구’, ‘중증장애인 직업재

- 이용자 선택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유연화 방안 연구

활지원사업 평가체계 개선 및 적정기준안 연구’를 수행했다.

-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및 지원체계 연구

편의증진 분야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세종시의 BRT 활성화 방안 연구’, ‘장애물

-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기관 운영방안 연구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지표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

연구 이외에 정책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단체 간담회, 학술지(장애인복지연구) 발간, 일

-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지표 개발 및 정책방안 연구

본, 중국,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 연구기관 및 대학 간 학술대회 및 교류를 추진하였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체계 및 적정기준안 연구

다. 특히 2017년에는 장애인정책 동향 분석(KoDDISSUE)을 처음 시도하여 급변하는 장

- 2017 장애통계연보

애인정책 속에서 정책입안과 실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와 정책제언들을 보다 깊

- 2017 장애인백서

이 있고 신속한 형태로 분석,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2. 연구보고서(수탁)

-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지원현황 실태조사

2017
1. 연구보고서(자체)

- 2016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보고서

고령장애인의 욕구조사 및 중장
기 정책방향

-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재개발 및 강사양성체계 마련 연구
- 장애아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매뉴얼 개편 연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선 연구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개선방안 및 이행 지표 개발 연구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 해외 제도 분석 연구(수시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추진과제 및 정책방향(수시과제)

- 2017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수시과제)

3. 학술지 및 자료집 발간

-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학술지 [장애인복지연구] 발간(6월, 12월)

- 새 정부 장애인정책 주요 공약 분석(수시과제)

- 2016 KODDI 연구요약집(국문 및 영문)  

- 장애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연구–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을 중심으로-(수시과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추진과
제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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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시청각중복장애인(Deaf-Blind)
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

4. 국내외 학술 교류

- 장애인 의료접근성, 의료장비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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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충북대학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정부 산하의 여타 공공기관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다. 그것은 사업의

-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 선진 해외사례 조사(일본 오사카)

주 소비층이 장애인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위한 복지정

-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로봇재활기기 및 의료기기 해외사례 조사(미국 펜실베니아)

책연구, 편의시설, 직업재활 등 사업 전반을 장애인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 국내 학술 대회 공동개최(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을 위한 업무 중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사항이 바로 직업재활사업이다. 직업이
란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5. 국내·외 장애인정책동향분석

이며 현실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 장애인정책 동향 분석 「KoDDISSUE 2017년 상, 하반기」 발간

정부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 월간 KoDDISSUE e-뉴스레터 발행(8월~12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0년대 이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는

6. 장애인단체 간담회 장애인 단체 간담회 진행(3월, 11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7. 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회의

가 중심이 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복지부에서는 한국장애

- 2017년 (자체)연구과제 계획 검독, 중간평가, 최종평가 시행

인개발원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2018년 (자체)연구과제 선정

2017년 3월 오픈한 카페 'I got everything' 제주도청점 내부. 카페 'I got everything'은 일반 카페시장과 견줄만한 인테리어와
커피 메뉴 등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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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요 사업이 경증장애인 중심의 일자리개발과 고용촉진이라면, 한

재활기금사업(이하 기금사업)’으로 시작했으나, 복지사업인 지원사업의 재원을 사업주 부

국장애인개발원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직업적응훈련, 보호고용,

담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과 사업 수행체계 이원화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지원고용 등의 과정 등을 통해 일반고용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명칭이

중증지원사업은 사업 초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해오다 2007년 3월 고용노동

변경됐다.

부 기금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같은 해 11월 개발원

중증지원사업의 목적은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

이 총괄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회참여 증진으로, 개발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고 사업계획 수

2018년 기준으로 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직업재활사업은 크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과

립,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수행기관 관리 및 지원, 수행기관 평가교육, 현장점검, 사업실

‘장애인일자리’사업이다.

적 및 통계관리,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연구 등과

참고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1조(고용의 촉진)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수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를 통해 1982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인 취업알선’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출발

수행기관은 전문인력이 이용장애인에 직업재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했다. 이어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의무고용, 사업주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으로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원 등의 정책이 포함되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 경증장애인에게 국한되어 있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증대에는 큰 효과를 미치지 못했으
며, 이에 2000년에는 기존 법률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하면서부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총괄관리)

(보조금 교부)

→
←
(집행실적보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사업 총괄기관)

(보조금 교부)

→
←
(집행실적보고)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

중증지원사업의 주요 사업은 일반사업 수행기관 지원, 특화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정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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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하 중증지원사업)은 지역의 장애인 복지 인프라인 장애인

지원 및 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능력

첫째, 일반사업 수행기관 지원은 수행기관이 이용장애인들에게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전반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원활히

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

제공할 수 있도록 주로 사업비, 인건비, 훈련수당,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행

거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6개소가 분포되어 있고 사업 유형별로 직업재활센터 33개

등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보호된 환

소,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8개소, 직업평가센터 6개소, 장애인단체 30개소, 직업능력개

경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취업 또는 일반 사업체로의 취

발훈련기관 20개소,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5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특화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직업영역 확대 및 훈련모델 개

중증지원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행에 근거하여 2000년 ‘장애인직업

발 등 특화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질적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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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민간 영역에서 신규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

공과 다양한 직업 기회가 제공됐다.

장비 구입 등 비용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

한편 직무지원인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 이어 취업 장애인의 원활한 직장적응을 지원하

사회 중심의 사업수행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직업재활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

기 위하여 50명의 직무지원인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꿈앤카페 바리스타

를 목표로 하는 ‘직업재활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있다.

등 다양한 직무에 대한 지원 실시로 중증장애인의 취업 초기 직장 적응력 제고에 기여했

셋째, 정책지원 및 개발 사업에는 ‘직업재활 조사·연구’, ‘수행기관 사업평가’, ‘전문인력

다. 특히 2014년에는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교육’, ‘직업재활 컨설팅 지원사업’, ‘직업재활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운영’, ‘대외홍보 및 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시작함으로써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재활서

객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업재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2015년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장애인등급제 개편 논의 등
장애인복지 환경변화가 급변하면서 개발원 역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한 해였다

공공·민간영역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확대

직업재활은 일반경쟁고용으로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고용상태를 유지하는데 제약이 있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개발원의 중증지원사업을 통해 30,300명의 장애인이 직업재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제반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단기간 일

활서비스를 받았으며 이 중 6,909명의 장애인이 취업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전체 취업

자리를 통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고용 정책을 통한 일반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인원 중 중증장애인은 5,117명(74.1%)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했다. 또

정책과 서비스들이 필요하다.

한 ‘꿈앤카페’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총 33개 공공기관에서 130명

개발원에서는 2008년 4월부터 중증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간 상호교류 강화와 권역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직업재활네트워크구축 지원사업을 시
작으로 직업재활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훈련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
업재활 수행기관의 사업컨설팅 지원과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지원 및 개발과 담당자 교육
에 주력해왔으며, 2012년 6월부터는 ‘공공·민간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
원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꿈앤카페’ 및 ‘I got everything’의
운영을 지원하면서 2018년 12월까지 전국 86개 카페에서 중증장애인 300명의 신규 일자
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시작한 ‘공공·민간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2014년
에 들어 참여 범위가 기존의 공공기관 및 시·군·구 지자체에서 국방 및 교육 등, 다양한
공공 영역으로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증장애인의 신규일자리 창출모형으로 자리매
김하였다. 직종 또한 카페에 국한하지 않고 매점 등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되어 2014년 한
해 총 31개 공공기관 111명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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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꿈앤카페 꼬라지오(Coraggio)가 2016년 6월 16일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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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증장애인에게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2015년부터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되어 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역사회 직업재활 전문기관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자리

2012년부터 실시한 ‘꿈앤카페’를 인테리어, 장비, 원두 등의 표준화를 통해 카페 ‘I got

가 창출됐다.

everything(아이갓에브리씽)’으로 리뉴얼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2016년까지 전국의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장애인욕구 반영과 서비스 개발의 다양화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단, 군부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꿈앤카페’와

필요해짐에 따라 개발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지원에 대한 논의를 국립특수교육

카페 ‘I got everything’ 총 54개소를 오픈하고, 중증장애인 1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원과 진행하여 지역사회(고양-파주)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전환기 중증장애청소년을 위

써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한 직업재활 복지-교육 연계 사업을 추진했으며, 「발달장애인법」 시행과 관련하여 광주와

직업재활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계 사업을 추진해 국립특수교육원(교육부)과 협업하

대구에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모의적용사업)를 통해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연

여 서울, 경기, 충남, 전남(광주), 경남(포항)지역의 직업재활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전환

계모델 개발에 노력했다.

기 중증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교육 연계사업을 시범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참여학생

2016년 역시 중증지원사업을 통해 총 28,900명의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했

총 154명 중 49명이 취업했다.

으며 이 중 7,001명이 취업했다. 특히 전체 취업 인원 중 중증장애인은 5,245명(75.9%),

이밖에도 직업재활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교육-사업평가-컨설팅’을 유기적

여성장애인은 2,706명(38.6%)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이 크게

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직업재활 현장의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2015년 직업상담과 직

증가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구직 장애인의 취업률(취업 인원/상

업평가 매뉴얼 개발에 이어 2016년 직업재활계획에 기반한 직업적응훈련과 취업 지원 매

담 인원×100)이 24.22%에 달해 2015년 대비 1.4% 향상됐다.

뉴얼 개발을 완료했다.
2017년에는 중증지원사업을 통해 총 25,046명의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했으
며 이 중 6,462명이 취업했다. 특히 전체 취업 인원 중 중증장애인은 5,123명(79.3%), 여
성장애인은 2,546명(39.4%)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1.58% 향상된 25.8%의 취업률을 기
록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취업에 이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결
과, 89.8%가 ‘매우 만족’으로 응답했다. 이는 중증지원사업이 외형적 성장 이외에도 일을
통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기반 확대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보다 근접해졌다는 증거
라고 할 수 있다.
‘꿈앤카페’를 리뉴얼한 카페 ‘I got everything’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면서 2017년까
지 총 69개 매장이 오픈되어(꿈앤카페 포함) 224명의 일자리가 마련됐으며, 특히 근로자
의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으로 바리스타 직무를 통한 직업적 능력 향상과 대인서비스를 통
한 사회성 제고는 물론 카페를 찾는 비장애인들의 장애 인식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내 카페 I got everything은 전국 25호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점은 I got everything이 카페와
베이커리를 결합해 선보이는 첫 매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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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성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경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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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 충청권, 전라권)에서 6개 기관이 사업체 내 현장중심직업훈련사업을 추진하여
249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한 가운데 97명이 취업했다. 이는 그간 중증장애인의 직업훈

장애인일자리 전문
관리체계 구축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원에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는 ‘장
애인일자리사업’이다.12) 장애인에게 적합 일자리 개발·보급, 참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

련이 직업재활시설, 복지관 직업훈련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육·훈련 실시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07년

(구인업체 등)의 참여를 통해 즉시 현장에 배치하여 직업훈련(On the job training)을 제공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2010년 1월 개발원이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 수행

한 결과로 개발원에서는 이들 취업 장애인들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같은 해 2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7년에는 직업재활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평가체계 및 지표 수정

개발원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를 위해 2011년 12월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 효과성 검증과

등 사업실적의 적정기준 안을 제시했으며,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 시

종합평가를 위해 3년마다(2011년, 2014년, 2017년) 외부 연구기관에 ‘장애인일자리사업

범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를 통해 본 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러한 가

종합평가 연구’를 의뢰하여 사업 효과성 및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증13)해오고 있으며,

운데 중증지원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장애인의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장애유형별 직종현황조사 보고서(2012)’, ‘해외 장애인일자리 현황 조사 연구(2013)’, ‘장애

수 있도록 중증직업재활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의 직업상담, 직업평가 등 직업재활서비스

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2015)’, ‘장애인일자리사업 평가체계 구

전 과정에 대한 메뉴가 오픈됨으로써 향후 수행기관 사용자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사업

축 연구(2016)’, ‘장애인일자리사업 개편방향 연구(2018)’ 등 관련 사업 연구도 함께 추진하

실적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게 됐다.

고 있다.

2018년에는 카페 ‘I got everything’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17개소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총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에 적합한 신규 직무를 발굴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과 더

86개 매장이 개소되었으며 300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됐다. 또한 카페의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카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바리스타 교육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카페 근로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밖에도 시그니
처 음료 개발을 통해 카페 수익성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장중심 직업훈련이 8개 기관에서 진행되었으며 360명의 중증장애인 훈련을 통해
125명의 취업성과가 나타났고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협약(2018.4.25)을 체결함으로 지역 교육청 위탁사업인 ‘장애학생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6개 권역 총 19개소 수행기관 선정을 통
해 사업이 수행되어 352명의 장애학생이 참여하여 78명이 취업했다.

불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 담당자를 배정하고 사업 지원
12)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
애인을 대상으로 ‘노동’과 ‘사회참여 기
회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장
애인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의 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
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
업 실시)를 근거로 2007년부터 현재까
지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재
정지원 일자리사업이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
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
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
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
조일자리)로 구분되어 있다.

과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교재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

이외에도 ‘스타벅스코리아’와 현장중심 직업훈련 업무협약(’18.7.11.)을 통해 직무지원인
수행기관 연계로 총 13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3개월의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통해 9명의
중증장애인이 스타벅스 매장에 취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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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
는 2011년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년 국립한국복지대학 산학협력단,
2017년 (사)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으로
의뢰하여 실시되었다.

드림 잡 리포트(Dreamjo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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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업 내실화를 도모했다.

추가 신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직업재활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13년 7월 ‘중증장애인 직업재

사업 수행 초기인 2012년에는 이러한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자문단

활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오픈한 이후, 2014년에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과 밀접한

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애썼다. 또한 신규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

연관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데이터를 통합

해 장애인 일자리 아이템 공모전 및 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일자리 직무매뉴

하여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도

얼을 제작·보급했으며,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AbleUp인턴십 사업을 실시했다. 예를들

통합했다.

면 국내에 대형마트는 약 400여 개 이상으로 전국 각지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업무를 제외

이외에도 2012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내외 장애인일자리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하고는 수행직무가 대부분 단순하다는 점에 착안해 정신적(지적, 정신, 자폐성) 유형의 중

정보와 이슈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 장애인일자리 동향 모니터링지 ‘드림 잡 리포트

증장애인을 대상으로 6주간 4개의 직무(상품진열, 자율포장대 관리, 반품 및 바구니 관리,

(Dream Job Report)’를 발간하여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했다.

무빙워크 helper)에 배치하여 AbleUp인턴십 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AbleUp
인턴십을 통해 대형마트 9명의 지원자 중 50% 이상 일반고용으로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서 일반고용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한 사업이기도 했다.  
더불어 2012년에는 장애유형별 직종현황조사 실시와 함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해외 선

장애인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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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06년 논의된

진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우수 일자리사례 발굴 및 우수참여자 선발, 사업진행사항 점검

‘Able 2010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Able 2010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10만 개의 일자리

및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모니터링 등을 실시했다.  

를 만든다는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2013년에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종료 및 장기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전이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직·간접적인 직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일자리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104명에게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 서비스를 지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원하여 77명이 취업했다. 또한 미취업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140여 명을 대상으로 요

2007년 사업 초기 2개 유형(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의 일자리와 1

양보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직무분석, 조사

개 유형의 사업장(시각장애인안마센터)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장애인일자

연구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적합 취업배치 모형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의 직무 확대가능

리사업은 국가지원예산이 증액되고 일자리유형이 확대 및 다양화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

성을 높였다. 이에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로 발달

을 이루어왔다.

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으로 포함되어 약 200명의 발달

2010년 사업장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시각장애인안마사를 일자리유형에 포함시켜 3개로

장애인이 배치됐다.  

확대하였으며, 2014년에는 일자리 유형의 명칭 변경과 세부사업 확대 등의 재정비를 통

2014년과 2015년에는 계속일자리사업을 통해 전국 338개 직업재활기관과 연계하여

해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을 ‘일반형일자리’로 변경하고, ‘특화형일자리’ 사업을 추가해 발

2014년 340명, 2015년 393명에게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서비스를 지원하여 각각

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기존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84명, 117명이 취업했다. 개발원과 경기도교육청 간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을 정식 일자리사업 유형으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시간제 일반형일자리를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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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2014년 교육실무직원 채용박람회를 개최

점으로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CCTV모니터링, 힉생수영장 관리, 자원순환 업무 등 6개

하여 18개 교육지원청 수요에 맞춰 309명의 장애인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직무를 시범 운영 했다.

69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5년 5개 교육지원청에 10명이 취업했다. 개발원
직무매뉴얼 표준화 구성

에서는 이후에도 취업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와 직업재활기관에서의 취업 후
적응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구분

직종

직무군

1

경영·사무·회계
(총무인사-일반사무-사무행정)

문서파기 일자리, 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 우편물분류

2

보건·의료
(보건-의료기술지원-요양지원)

건강검진센터 보조, 디앤디케어, 실버케어,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급식도우미,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하차 보조, 병원 린넨실 도우미

3

사회복지·종교
(사회복지-상담·보육-보육)

보육도우미, 동화구연가, 버스청결도우미, 보육시설 급식 보조,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하차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장난감세척 및 정리정돈

2015년에도 이러한 사업은 계속되어 시범사업을 통해 실내수영장 안내, 반려동물 돌보미

4

운전·운송

택배물품 상·하차 보조

등 총 4개 직무를 선정, 8개 배치기관 개발을 통한 16명의 장애인이 시범 배치되어 차년

5

영업판매
(일반판매-매장판매-디스플레이관리)

대형마트 매장 및 상품 관리,
기부물품관리, 대형서점 도서 정리, 푸드은행원

도 사업에 반영됐다. 그리고 KT IT서포터즈 연계를 통해 11개 기관이 전산교육을 실시하

6

경비·청소

관공서 청소도우미

였으며, 9개 기관은 직업역량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계속일자리지원을 통해 경기도

7

이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룸메이드 일자리, 실내수영장 보조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연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불법 복제물 온라인 재택모니터

8

음식서비스
(식음료서비스-바리스타)

바리스타

9

기관(관공서)

관공서 정원관리, 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 우편물분류,
관공서 청소도우미, 주차단속 보조 일자리

10

기타

반려동물 돌보미

또한, 2014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하차 보조 등 6개 직무를 선정했
고, 배치기관 개발을 통한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아름다운가게 등 2개소 8곳 개발, 저작
권보호센터 불법 복제물 온라인 재택모니터링 채용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리고 참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KT IT서포터즈를 신규 연계하여 서울장애인종합복
지관 등 25개소 연계 교육을 실시했다.

링 채용 연계 등을 통해 3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117명이 민간일자리로 취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와 교육부(국립특수교
육원),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3개 부처가 협력하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지원 확대 워크숍’을 공동 주최하고 이를 통해 교육, 복지, 노동 협업을 통한 장
애학생 취업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노력하였고, 현재까지 3개 부처 공동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같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직무지도, 동료관계지도 등 적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지원인’ 직무 시범사업을 운영하
였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직무 개발을 추진해보고자 지역특화형 시범사업으로 ‘공공자전
거 세척’ 직무를 통해 총 10명이 시범배치 됐다. 또한 기존 개발된 직무매뉴얼 활용서 26
종을 토대로 자료조사와 구성체계를 분석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분류(NCS)에 따라 복지
일자리 직무를 표준화했다. 지역특화형 일자리 개발을 위해 충남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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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IT서포터즈 연계를 통해 15개 기관이 정보기술자격교육을 실시하여 162명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고, 71명이 ITQ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취업연계업체 개발을 통해 경기도
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를 통해 451명에게 취
업을 지원하고 79명이 채용되어 장애인일자리 참여자가 사업 종료 후, 일자리 전이에 성
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7년에는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시간제일자리가 신설되어 특히 청년 장
애인에게 취업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형 일자리가 확대되어 운영되었고, ‘장애인
일자리 종합평가 연구’를 시행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평가,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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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일자리사업 10년을 되돌아보며 연구 결과

연도

직무유형

수행기관

관공서 청소도우미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플래너, 문화·관광해설사 등 4개 직무에 15명이 배치되어 운영되었고, 문화·관광해설

지적여성장애 보육도우미

늘푸른나무복지관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가 장애인식개선보조강사 직무로 명칭을 변경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됐다. 그리고 참

병원 린넨실 도우미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공서 정원관리 도우미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학교급식도우미

엠마우스복지관

장애인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요원

성모자애복지관

를 발표, 차년도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었다.
2017년 신규 직무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과 지역맞춤형 신규일자리 개발사업을 통해 파티

여자의 일자리 전이를 위해 정보기술자격 교육을 15개 기관 운영(KT IT서포터즈 6개 기

2008

2009

관 지원), 183명 참여, 82명이 ITQ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이루고, 직무역량강화 교육
은 388명에게 지원됐다. 또한 신규직무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 개발된 직무가 배치될 수

홀몸 어르신 안부지킴이 콜 서비스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어린이에게 책 읽어주는 선생님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8년은 시범사업을 통해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소독’, ‘템플스테이 업무보조’ 직무

학교급식조리원 보조사업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엠마우스복지관

를 신규 개발하여 10명을 배치·운영한 결과 차년도 복지일자리 직무로 채택됐다. 특히

고령장애인복지도우미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소독’ 직무는 이에 대한 기술 교육이 필수로 운영되어야 하기

Food 은행원(푸드뱅크 업무 도우미)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실버케어팀(지역경로당 지원서비스 연계)

천안시정신보건센터

버스청결 도우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문서파기업무도우미

경상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부물품관리도우미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호텔룸메이드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캠핑운영장 보조요원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재래시장관리 보조요원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농림어업관련 종사원

음성군장애인복지관

교통약자셔틀버스 승하차보조

나래울화성시복합복지타운

건강검진센터보조

마산장애인복지관

대형서점 도서정리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보육시설급식보조

사랑의 복지관

실내수영장 안내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반려동물 돌보미

마산장애인복지관

장난감 세척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대형마트 매장 및 상품관리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있도록 대전 시설관리공단 및 광주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6개 기관을 개발하여
2010

참여자를 배치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에, 2019년에는 담당자 직무교육을 신규로 운영하여 직무를 확산하고자 한다. 그리고 참

2011

여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기술자격 교육을 KT와 연계하여 15개 기관에서 운영
하였고, 이를 통해 159명이 교육에 참여, 74명이 ITQ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기존 개발
된 직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차원의 배치기관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서울

2012

시설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대구대학교 등 총 10개 배치기관을 개발, 19명을 배치하는 성
과를 이루었다.

2013

장애인일자리사업 초기부터 현재(2007년~2018년)까지 아이템 공모전 및 시범사업을 통
해 장애인일자리 직무를 개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4

2007~2018년 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 현황
연도

직무유형

수행기관

우체국 우편분류사업

한국운영학교
부산시장애인재활협회

2007
도서관 사서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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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담복지관
엠마우스복지관

결과

2008년 복지일자리 사업
직무로 채택

2015

결과

2009년 복지일자리 사업
직무로 채택

2010년 복지일자리 사업
직무로 채택

2011년 복지일자리 사업
직무로 채택

2012년 복지일자리 사업
직무로 채택

2013년 복지일자리 사업
직무로 채택

2014년 복지일자리 사업
직무로 채택

2015년 복지일자리 사업
직무로 채택

2016년 복지일자리 사업
직무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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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직무유형

2016

직무지원인

수행기관

결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일반형일자리 복지서비스지원
요원 직무 활성화

고운누리
파티플래너

과천시장애인복지관

편의시설조사형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기기 분해·세척·소독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구례군장애인복지관

2017

미채택

2018

중증장애인에게 공공 영역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일차적 성과 달성 이외에
도 직업재활 기관과 공공기관의 양자 간 상호지지·협력 기반 구축 등 긍정적인 성과 창
출이 가능한 점이 유의미하며 지역 사회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효과도 긍정적인 성과다.
또한, 공공기관 내 사업장 설치에 대한 욕구가 있었지만 진입 장벽이 높아 설치에 어려움
을 겪던 직업 재활 기관에 공공기관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주는 실효를 거두었으며,

2019년 복지일자리 사업
직무로 채택

30회 이상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높은
관심과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시너지 효과도 거두었다.

공공·민간기관 연계
일자리창출

1. 꿈앤카페

비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과 비교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 활동을 하기에는 어
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증장애
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2011년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

카페 설치비 및 매뉴얼 지원
한국장애인
개발원

공공기관
카페 매출 및
장애인 채용 실적 제출

과에서도 장애인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취업 이후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26.8%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이라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13.9%),
이전에 찾아보았을 때 일자리가 없어서(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
교육 및 홍보

이에 공공 영역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중증장애인에게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

카페운영
상황보고

현장점검,
행정지원

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장애인일자리 창출의 신규모형인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민간위탁
운영기관
(장애인 직업재활기관)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 계획 수립 이후 2012년 8월에는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심사
를 통해 부산 영도구청과 경기도 의정부시청 등 7개소가 선정되어 협약식 및 사업 운영
교육 이후 시설·인테리어 설치비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통해 2012년 11월 경기도 의정
부시청 청사 내 ‘꿈앤카페’ 개소를 시작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청사, 경기도 남양주시
청 청사 등을 비롯해 2015년까지 전국의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단, 군부대, 장애인

카페 경영관리
- 매니저, 근로자 채용
- 매출, 매입 관리

카페 운영 상황 보고
- 매출, 매입관리
- 재고 관리 등
카페
"I got everything"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51개소의 ‘꿈앤카페’를 오픈하면서 중증장애인 171명을 고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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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got everything

고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카페 바리스타 교육 및 연수, 매뉴얼 및 동
영상 제작, 시그니처 음료 개발 등 카페 수익성 다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개발원이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I got everything(아이갓에브리씽)’이 2016년 10월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에

카페 ‘I got everything’ 지점 현황 (2019. 3. 기준)

1호점을 오픈했다.
‘I got everything’은 ‘꿈앤카페’가 전신으로, 전 연령층이 즐겨 찾는 카페로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문화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14) 브랜드·인테리어·제품디자인 등에서

18호점 - 파주시청점

20호점 - 로레알코리아점

19호점 - 아산중앙도서관점

16호점 - 강동구청점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여 개발한 카페 브랜드이다.

4호점 - 인천서구청점

27호점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점

카페 ‘I got everything’ 브랜드명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이 카페에서 커피를 사

2호점 - 인천시청점

5호점 -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점

고 파는 사회적 나눔을 행하며 ‘즐거움을 소유’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

28호점 - 한국시세이도점

25호점 - 건강보험공단본부점

애인들은 ‘커피를 만들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맛있는 커피

24호점 - 이천훈련원점

26호점 - SK텔레콤원주점

를 사면서 기대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31호점 - 광주시민체육관점

23호점 - 영월군청점

3호점 - 천안한들문화센터점

11호점 - 원주시행구수변공원점

12호점 - 홍성읍행정복지센터점

30호점 - 횡성군청점

장애인 카페로는 처음으로 고품질 원두를 사용한 커피, 합리적인 가격과 세련된 인테리어
등의 표준화를 모든 매장에 적용했다. 또한 커피 추출의 기초과정인 그라인딩과 템핑 과

17호점 - 세종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점

29호점 - 울진군청점

정이 자동화돼 있는 등 커피 제조과정이 간단한 커피머신을 도입해 전국 매장 어디에서나

1호점 - 정부세종청사점

14호점 - 양평점

통일된 커피 맛을 유지하고 있으며, 손이 닿는 기기 내·외부는 뜨겁지 않아 화상 우려가

15호점 - 정부대전청사점

38호점 - 충주국민체육센터점

없는 등 장애인 바리스타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했다.

36호점 - 덕진수영장점

21호점 - 여주아울렛점

개발원은 중증장애인 채용 ‘I got everything’ 카페 오픈을 위해 인테리어 및 시설 설치비

13호점 - 전북도청점

37호점 - 울산광역시청점

22호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점

6호점 - 달서구청점

32호점 - CGV광주첨단점

34호점 - 김해시보건소점

9호점 - 완산구청점

7호점 - 해운대점

10호점 - 덕진구청점

33호점 - 통영시청점

지원, 카페 위탁운영 기관 선정,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 카페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정부세종청사 오픈 이후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 전국 33곳
(2018년 12월 기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이전 브랜드인 꿈앤카페와 더불
어 총 86개의 매장이 운영되면서 300여 명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다.

8호점 - 제주도청점

‘I got everything’ 사업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이 개발원으로 사업
14) 개발원은 카페 ‘I got everything’의
고급화 브랜드를 위해 서울 이태원 경
리단길에서 식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장
진우 셰프의 컨설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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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며, 개발원에서는 사업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심사와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기관에 대해서는 카페 시설지원
금을 교부하며, 카페 개설 이후에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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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퍼스트잡(First Job)을
통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이후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사업(이하 ‘우선구매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0.43%에서 2015년 2.51%로 5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그 중 발달장애인의 고용은 타 장애

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

유형에 비해 증가하여 2013년 3.9%에서 2015년 6.0%로 2.1% 증가를 보였다.

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실적

그러나 아직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반고용으로 전이되지 못하고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고

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용 형태로 고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전국 541개 직업재활시설 중 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시

장애인 15,651명 가운데 지적장애인 11,355명(72.5%), 자폐성장애인 737명(4.7%)으로

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이 77.2%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구매지원사업 초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인증’사업 중심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출범 이후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으로 추진되었고, 이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생산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을 실시해온 개발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직업

품 우선구매 사업(촉진계획 수립지원, 지정심사 및 사후점검, 조사·연구, 수의계약 대행,

재활을 위해 2013년 발달장애인 특화형 일자리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

생산시설 역량강화 사업, 마케팅, 교육, 홍보 등)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업을 실시하였고, 이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본 사업에 편성되어 매년 꾸준히 참여인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원을 확대하며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환기 장애청소년 및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두 번째로 전부 개정되면서부터다. 이는 이전까지 단순히 공공

미취업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및 시설이 아닌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

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노력을 규정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

훈련을 실시하여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목표로 하는 ‘퍼스트잡(First Job)

품 구매의무와 공공기관의 품목별 총 구매액 대비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의무구매비율을

직무지원 시범사업’을 2016년도에 실시하여 중증장애인 48명이 참여하고 22명이 취업 성

품목별로 규정한 것이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필요성이 강조되어 6개 품목에 불과하

공했다. 2017년에는 5개 권역으로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중증장애인 249명이

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이 2007년까지 18개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훈련을 통해 97명이 취업했다. 2018년에는 8개 권역에서 진행되어 360명이 훈련에 참여

의무구매비율도 상향됐다.

하여 125명이 취업했으며 지역교육청 위탁사업으로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

그러나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물품을 생산하

업’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 직업재활 전문기관 선정을 통한 사업수행을 통해

는 장애인복지시설·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가 미약하고, 제도의 혜택이 중증장

(6개 권역, 총 19개소) 장애학생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향

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덜한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사회

상시키고자 노력했다.

적으로 장애인생산품을 사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이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
하는지 여부 등 장애인생산품임을 정부가 보증하는 ‘장애인생산품인증제’를 도입하게 됐
다. ‘장애인생산품인증제’ 도입·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신뢰는 제고
되었으나, 기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로는 품목과 의무구매비율이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적극적 우대정책 필요성이 대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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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품목의 제한없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구매토록 하는 중증장애인생

이는 정부가 보증하는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생산품의 품질 등에 대한 신뢰를

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새로이 도입됐다.

담보하고,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2008년 9월 「중증장
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으로 장
애인생산품 인증제의 실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2018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고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로 통합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정부는 일반 경쟁고용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촉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다. 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에서 근로하는 중증장애인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만든 생산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구매하도록 의
무화하는 제도다.

장애인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비율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
생산 참여시간

직접생산

최소 10명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설비가동 및
직접생산
여부 확인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은 저조했다. 이는 중증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홍보부족은 물론 생산 품목이 사무용품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판로
부족,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사칭과 강매 등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 확산으로 장애인 생산
품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장애인복지법」 제45조(생산품 인증)를 신설하고 ‘장애인생산품인증제’를 시행하게 된다.

2008년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제도 시행 당시 포스터 및 리플릿

장애인생산품인증제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 중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 장애인생산품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여 장애인 생산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판로를 확대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008년 5월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6월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장애인생산품인증 심사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
체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서비스·용역 등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이
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조건에 부합되면 이와 관련된 시설의 품목을 대상으로 인증절차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동 심사기준에 충족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장애인생산품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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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
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장애인재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1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역량강화를 위해 ISO, 친환경마크, KS 등 19개 시
설의 전문품질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시작한 개발원은 생산품 홍보를 위해 전시 및 판매전
실시, 카탈로그 제작, 언론매체 광고에 주력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출

이미지를 개선하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CI와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

했다. 이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려 행복한 미래를 열어

지부 장관은 별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을 지정하여 중증

준다는 뜻의 ‘꿈드래(‘꿈’, ‘드리다’, ‘미래’의 합성어)’가 선정되어 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심볼마크로 제작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상생의 의미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

담은 것으로 주황색 컬러를 사용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를

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과 당해 연도 우선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

담아냈다.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

또한 2013년에는 장애인생산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로 정

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으

보화 시스템 기반구축단계를 진행했다. 이후 2015년 1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

며,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 우선구매품목을 별도로 정하여 품목별로 의무구매비율을 제
시하던 것과 달리 특별법에서는 품목 제한 없이 매년 기관이 구매하는 물품·용역 총 구
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리시스템 오픈과 동시에 생산품 판로개척 및 구매자 편의 제고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마주보고 어깨동무한 두 사람과 하
트를 하나의 조형으로 표현한 꿈드
래 CI와 로고를 합성한 시그니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쇼핑몰을 구축하여 2016년 2월 오픈
했다.

2009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애인
개발원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우선구매관련 정책개발, 생산시설 지

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쇼핑몰

정심사 지원 및 역량강화, 공공기관의 구매활성화 지원 등 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중증장
애인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란?

꿈

드리다

미래

중증장애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생산품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려 행복한 미래를 열어준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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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등 정책지원과 함께 대국민 홍
보, 생산품 마케팅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종사자교육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갔다. 2016년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
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위원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에서
‘25인 이내’로 확대되었고 국방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어 우선구매 금액이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개발원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전문인력을 배치
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구매컨설팅 및 현장중심형 찾아가는 마케팅을 진행했고 계
약대행을 지원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량이 대폭 확대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비 감면지원사업, 「법
인세법」 시행령 개정 지원을 통한 법인세 감면, 온·오프라인 교육 컨텐츠 개발 및 보급,

2018년 서울특별시청에서 실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교육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 및 홍보

품목위원회 운영, 관련 카탈로그 제작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요인에 기인하여 2015년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법정구매율(1%)을 초과 달성하였고, 2018년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 총 구매액 5,757억 원으로 2008년 1,320억 원보다 약 436% 증가하여 법정
구매비율 1.07%를 달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는 2008년 66개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명절 카탈로그(E-book)

580개소로 약 877%, 장애인근로자 수는 2008년 1,912명에서 2018년 12,704명으로 약
664% 이상 증가했다.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
진)에 의거하여 적용받는 구매적용기관은 국가기관 56개, 지방자치단체 245개, 교육청
19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128개, 지방공기업 151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기타 특별
법인 6개 지방의료원 29개 등 총 1,018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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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편의시설 관련
법률 제정과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시행

1984년 1월 장애인올림픽대회 서울 유치가 결정되고 장애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
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편의시설의 수준은 휠체어 사용자가 외부활
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임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1988년 장애인올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현재 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가장 오래된 업무 중의 하나인 편의증진 업무는 「장애인등편
의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등의 업무와 정책지원에 집중화된 상황이었지만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BF인증’)의 도입과 함께 BF인증사업

픽을 치렀고, 올림픽이 끝난 후 많은 장애인들은 외부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점차적으로

을 직접 시행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시설물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인식하게 됐다.

BF인증제도는 2015년에 들어서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에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제33조에 편의시설이라는 조항이 처음

등 공공주도의 신축 건축물을 의무적으로 인증받도록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사회환경

으로 포함되고 1995년부터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

변화에 기여해가고 있다.

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BF인증은 장애인 및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

미치지 못했다. 당시의 「장애인복지법」은 실질적인 시행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만 영향을

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1974년 6월 유엔 장

미치고 있어 일반적으로 건축부문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지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는 않

애인 생활환경 전문가협회에 의해 장벽이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건축

았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편의가 절실했던 장애계는 정부에 편의시설 이용제고를 위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일본, 스웨덴, 미국 등지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한 보다 강력한 제도시행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요구는 마침내 1997년 「장애인·노인·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되어 오던 2005년을 전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2005년 「교통약자의

들에 의해 그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즈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던 국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그 결실을 보게 된다.

토해양부 역시 신도시의 편안한 도시이용을 위해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2006년 하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후 장애인등의 시설이용 접근 가능성은 일부 보장되었으나

반기에는 두 개 부처 공동으로 ‘장애친화(BF)인증제 TF’를 운영하기 시작하고 2007년 4월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는 법적 규정을 보다 더

마침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활발히 적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부터 매 5년마다 14개 정부 부처 합동으

보건복지부는 개발원을,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BF인증 수행기관으로 지정

로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제4차 편의

하면서 2008년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개발원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의 발전적 방

이 제도 시행 이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던 개발원에서는 BF

향은 물론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등의 추진과

인증제도를 이용자 중심의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7년 2월부터 장애인협회(지체,

관련하여 법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의 지원 역할을 함께

척수, 시각)와 함께 BF인증제도 사후관리단을 구성하고 BF인증 취득 건축물 사후관리를

해오고 있다.

진행하여 지표개선 사항 등 당사자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로 변화를 유도해 나갔다. 또한
2008년 8월에는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맞춰 BF인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증제도의 전
반적인 개요 및 절차 등을 유관기관 및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건축물 자체
평가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신청자가 자체평가서 작성을 전산화 후 총점 및 등급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BF인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09년 2월과 2010년 2월에는 백범기념관과 서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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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BF인증 관련 근거 및 필요성, 적용방법 등을 교육형태로 홍

나기도 했는데 2017년 6월 30일 개발원의 예비인증 교부실적이 1,000호를 돌파했다.

보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도입된 BF

이는 2008년부터 모든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예비인증 3,054건 중 개발원에서만 46.6%를

인증이 완전 자율참여제도로 시행되고 있어 무엇보다 공공 분야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진행한 것이며, 본인증의 경우에도 모든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1,187건 중 개발원이 637

관련 시설물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15)

건을 진행함으로써 전체 인증업무 중 48.6%를 차지했다. 인증업무를 시작한 지 10년 만

이외에도 2010년에는 BF인증을 홍보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BF공모전을 시행하여  

에 이루어낸 기록이었다. 또한 2018년 국회입법처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

BF인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2007년 12월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

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포함해 7개 인증기관에서 수행한 BF 인증실적은 총 2,589건으로

뉴얼–건축물편-’을 제작·보급하였으며 이후 2009년, 2010년, 2012년 개정판을 지속적

이중 개발원은 1,612건을 수행하여 인증실적이 가장 높았다.16)

으로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BF인증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인증기관 현황

1. 인증범위 확대

인증기관

인증분야

인증실적

한국장애인개발원(2008)

지역, 개별시설(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1,612건

BF인증제도 도입 초기 개발원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

한국토지주택공사(2008)

지역, 개별시설(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380건

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한국토지공사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지역, 공원, 도로,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2016)

개별시설(건축물)

274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3)

개별시설(건축물)

222건

한국감정원(2017)

개별시설(건축물)

53건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2017)

개별시설(건축물)

25건

한국환경건축연구원(2017)

개별시설(건축물)

23건

여객시설, 교통수단에 대한 인증을 맡으면서 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BF인증제도 도입시
자율참여제로 인해 사업 초기 인증 건수는 2008년 예비인증 3건, 본인증 1건, 2010년 예
비인증 15건, 본인증 7건에 지나지 않을 만큼 미미했다.
하지만 2011년 9월 개발원의 인증범위가 건축물에 이어 공원(5만제곱미터 미만)까지 확

주1 : ( )의 연도는 인증업무 개시연도임
주2 : 인증실적은 업무 개시연도부터 2017년까지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합친 수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0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및 인증기관 제출자료(2018. 2)를 재구성함

대되고 2014년 12월 30일에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신축 건축물 모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적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2016년부터는 공공부문의 인증실적이 눈에 띄게 증
가하게 된다.
BF 인증제도에 대한 이와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은 개발원 BF 인증업무의 도약을 가져왔다.
이전까지 건축물과 공원에 관한 인증업무만 가능했던 전문인증기관을 벗어나 2017년 3월
15) 인증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효과적
인 진행을 위한 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
로 인증제도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며,
인증취득에 따른 시설의 가치와 사용자
의 편의제공 수준 향상을 알려 공공기
관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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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모든 시설물(건축물, 공원, 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 지역)의 인증이 가능한 일반
인증기관으로 업무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인증범위 확대는 장애인을 위한 국가공공기관으로서 개발원의 기관 정체성 강화와
대외적 위상강화를 가져왔다. 현재까지 편의증진업무의 가장 핵심인 BF인증 실적으로 나타

16) 인증주체별로는 공공 부문이 2,074
건(80%), 민간 부문은 515건(20%)이며
인증대상별 인증실적은 건축물이 2,473
건(약 95%)이다. 특징적인 것은 건축물
중에서도 교육·연구시설 등 특정 유형
의 건축물에 인증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
타났는데, 이는 2015년 7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이 인증 의
무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합계

한국장애인개발원

4

13

22

60

87

99

22

147

490

568

449

2,061

274

355

629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토지주택공사

5

23

36

28

27

27

29

85

120

91

471

6

12

54

150

172

394

한국감정원

53

290

343

한국환경건축연구원

23

208

231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25

89

1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총 합계

4

18

45

96

115

126

155

188

629

1,213 1,430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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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종류 및 절차

인증절차는 시설주 등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인증기관에서는 인증
심사단 및 심의위원을 시설물 특징에 따라 구성하여 실시한다. 예비인증의 경우 인증심사

BF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개별시설

단 3인이 심사하는 인증심사와 인증심의위원 5인이 심의하는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인

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

증 등급과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증은 예비인증과 달리 인증심사단 3인이 현장심사를 실

을 말하며,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

시하고 심의는 예비인증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도이다. BF인증제도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
다. 하지만 개발원의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인증제도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
인증마크

인증을 획득한 건물은 인증기간(5년) 동안에 BF 인증명판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
한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임을 표시하게 된다.

등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라는 인식이 자리잡아가
면서 공공시설부터 의무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증대상시설은 크게 지역인증과 개별인증으로 나뉘며, 개별인증 대상시설에는 도로, 공
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이 있다. 인증종류는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받는 예비인증과 공사 완료 후 받는 본인증으로 나뉜다. 예비인증은 본인
증 취득 전까지 유효하며 본인증은 5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하여 재획득하여야 한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을
향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1998년과는 매우 다른 사회 환경 속에 있으
며 사회적 인식 및 복지, 건축 개념 또한 상당히 변화됐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
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시설설치 관점에서 벗어나,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접근과
다양한 서비스의 지원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편의제공 요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인증대상시설

시설내용

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앞으로의 건축물은 장애인과 비장

지역인증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읍·면·동 또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면적이 10만
㎡ 이상의 사업지역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17조의
2제2항,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지역

애인을 이분하게 되는 ‘편의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건축물의 기본 설치방향을 ‘무장애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2016년 1월 이뤄진 개발원의 조직개편 내용 중 하나는 기존 편의증진부 명칭을 ‘유니버설

건축물

공원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원

리적 측면의 환경 변화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의 환경변화를 선도해나가겠다는 취지를 담

여객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은 것이다.

도로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도로

유니버설디자인은 무장애(배리어프리 : Barrier-free)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지만 물리적

교통수단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장애물의 제거뿐 아니라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개별시설인증

설’로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디자인환경부’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개발원이 앞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기존 제도 내 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환경, 서비스 등의 구현을 위한  다양

194

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개발원은 BF인증 시행 이후 최초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암댐 효나눔복지센터를 2008년

한 디자인 분야 접근방식(Design Process)을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기능을 보

10월 30일에 예비인증 1호로 교부했으며, 이는 착공 전에 설계도면으로 인증을 득한 최초

완하기 위한 보조 기술적인 측면의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노인, 아동, 여성, 외국인 등 다

사례이기도 했다.

양한 사용자를 배려하고, 인간의 모든 생애주기를 수용하는 것이다. 곧 사회구성원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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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인정하는 것,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철학을 담은 개념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디
자인(Design for all)이라 할 수 있다.

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17) 통계청(2017), 인구총조사

편의증진 교육활동과 함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해외의 우수한 정책사례와 행동계
획을 공유하고 향후 국내 유니버설디자인의 흐름과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는 국제세미나

18) UN(국제연합)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
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정
의한다.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서울시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출처: Universal Design 7원칙(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및 관련 토론회를 2017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행해오고 있다. 국제세미나와 토론회를 통
해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및 BF인증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제고하고, 기존 편의증진 관
련 사업에 대한 의견 반영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를 갖고 비장애인 사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주거공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장애의 정
도에 따라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2005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매년 전국 장애인 1,000가구를 대상으로 농어촌 맞춤형 주거환
경 개선사업을 시행했으며 이에 개발원은 매년 100~150가구의 맞춤형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했고 본 사업이 국토교통부로 통합되면서 이후 지원
이 종료됐다.
또한 개발원에서 2008년에 서울과 부산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장애인주거환경 시범사업
적용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 2009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개발원은 서울시가 별도로
마련한 예산(5억)을 가지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주거환경개선

UD환경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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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및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장애 인구 등 시설이용 약자 비율

을 시행했다. 이후 이 사업은 2010년 153가구(10억), 2011년에는 50가구(2억), 2012년

은 전체 인구대비 약 32.13%로 약 16,522,390명이다.17) 향후 2026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103가구, 2013년 110가구, 2014년 115가구, 2015년 111가구, 2016년 106가구, 2017년

18)

화 사회로 진입할 것을 감안한다면,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은 매우 절실하다. 장애인, 고

100가구, 2018년 150가구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으로의 인식 변화와 유니버설디자인

이와 함께 2015년 3월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KSD나눔재단) 별도의 예산(2억)을 마련하

에 대한 확대 보급이 불가피하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순히 법적 의무시설로 인식하고

여 부산시의 장애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소상공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업환경개

있는 현실 속에서 개발원에서는 인식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5회씩 편의증진 공무

선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초기 부산시 장애인사업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운영하

원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이외에도 지자체, 건축 관련 종사자, 장애인단

는 자영업(소상공인) 대상자의 영업환경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편

체, 민간을 대상으로 BF인증제도에 대한 세미나와 편의증진 민간교육, 건축사 실무교육

의시설 등을 개선한 이 사업은, 2016년에는 부산, 대구, 광주지역 장애인사업장 12개소,

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와 BF인증에 대한 필요성, 나아가 유니버설디자인환경

2017년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16개소, 2018년에는 서울, 경기, 인천 10개소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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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장애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면서 전국 주요 광역시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장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의
필요성

국내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는 그동안 보육시설, 학교, 복지관, 보건소, 병의원 등
의 연계 협력 고리가 없어 장애아동과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각 서비스기관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지속돼왔다. 이는 장애아동과 관련한 복지지원이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아동
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우리나라는 1998년 「장애인등편의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

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또한 성인장애인이나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

가 되어 5년마다 법률에 해당하는 시설의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시설

애아동의 현실을 반영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체계

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이며, 읍·면·동주민센터,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

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합·관리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시설, 종합병원 등은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조사대상 시설에 해당된다.

적격성을 심의하여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아동과 복지지원 제공자를 연계하는

「장애인등편의법」에 근거하여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03년, 2008년, 2013년,

지역사회 서비스중개기관이 필요했다.

2018년까지 5차에 걸쳐 진행돼온 이 조사는 국가의 물리적 환경 관련 장애인복지정책 방

2011년 8월 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바로 이런

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장애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새로운 법률이다. 그동안 여러 법률에

개발원은 이 중 2008년에 진행된 제3차와 2013년 시행된 제4차, 2018년 제5차 조사를

산재돼있던 장애아동의 지원 내용이 하나의 법률에 종합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중앙 및 지

수행해왔다. 2008년에는 BF인증제도와 연관해 기초자료 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향후 각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전국 11만 개 시
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2008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5년이 지나면서 전국 약 16만 개 관련 시설을 전수

조항

주요내용

조사했다.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제8조 ~ 제9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2008년

2013년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항목수

매개시설

1,342,840

1,047,843

78.0%

754,353

56.2%

2,729,583

1,897,877

69.5%

1,706,129

62.5%

내부시설

1,682,872

1,446,698

86.0%

1,083,686

64.4%

1,929,421

1,555,422

80.6%

1,392,127

72.2%

위생시설

608,810

342,769

56.3%

209,918

34.5%

1,250,126

583,869

46.7%

478,392

38.3%

안내시설

46,876

23,248

49.6%

12,120

25.9%

195,730

82,643

42.2%

70,711

36.1%

기타시설

79,394

54,811

69.0%

38,173

48.1%

200,514

163,868

81.7%

147,789

73.7%

계

3,760,792

2,915,369

77.5%

2,098,250

55.8%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설치기준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제12조 ~ 제18조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제19조 ~ 제22조

의료비, 보조기구,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가족지원 등 복지지원 내용

제23조 ~ 제26조

가족지원, 휴식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등 복지지원 내용

제30조 ~ 제32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의 직무 등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09,2013), 2008년,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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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파도를 뚫고 새로운 바다로
항해하다

발달장애는 의사소통, 인지, 자기결정 능력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약
이 있어 평생 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의 특성과 불완전한 사회적 보호
체계로 인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2011년 8월에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중앙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역할과 실제로 전달체계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
터’를 명시하고 있다.

발생되고 있다. 또한 조기진단, 치료체계, 장애인 돌봄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달장애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지역에 설치된 센터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거시적

인 가족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인 측면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DB구축, 센터 관련 업무, 그리고 서비

이러한 장애특성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2012년 5월,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스 대상자 관련 연구와 매뉴얼 제작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최일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정부 또한 2012년 7월에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선에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상담과 사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

확정했다.

한 서비스 계획과 연계, 지역주민 대상의 인식개선·홍보,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평가 등과 관련된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이후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장애아동부모지원기관 운영
시범사업19)을 시작한 개발원에서는 2013년 1월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조에 명시
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과 ‘발달장애인지원계획’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통

「발달장애인법」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
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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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관 제도 및 유사 분야의 시범사
업 분석,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복지인
프라 관련 DB구축 및 정보제공, 장애아
동, 발달장애인 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
급,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자원 추가
발굴 등

20) 2013년(7건)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지원 매뉴얼 개발, 장애아동 및 가족 실
태조사, 발달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매뉴
얼 개발 연구, 해외 영유아 양육지원 프
로그램 사례연구(PAT를 중심으로), 발
달장애인 관점에서 바라 본 이성관계의
의미와 실제 연구, 중증뇌병변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방안 연구, 장애아동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2014년(5
건) 비장애 형제자매 욕구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사례
분석 및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장애아
부모지원 가이드북 개발 연구, 발달재
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 발
달장애인 권리 및 복지지원방안 연구.
2015년(1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합운영을 위해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
구수행 및 프로그램 개발20)에 들어가 3년간 13건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지원 매뉴얼 개
발 등을 발간했다. 또 2015년에는 1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수행기관’, 2월 ‘발달장
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수행기관’, 9월 ‘개인별지원계획 모의적용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
되면서 2015년 9월에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합정보제공사이트와 e-레
터 창간, 모바일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된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
애인에게 의사결정 및 법률행위에 관한 도움을 제공하는 ‘후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자
립생활을 촉진하고, 후견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을 통해 안정적인 후견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2016년 3월부터는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사업을 수행하
기 시작했다.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사업은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발달장애인 피해
자·피의자에 대한 현장조사, 형사사법절차지원 등 권리구제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와같이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개발원에서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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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중앙센터 내에 서비스지원팀을 시작으로 2016년 1월에는 권익옹호팀을, 6월에는
‘장애아동지원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화하게 된다.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2014년 5월 제정되어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
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률 제33조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와 복지지원의 핵심기관으로서 「장애아동복
지지원법」과 마찬가지로 ‘중앙발달장애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
영되어 있으며, 중앙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센터는 17개 광역시도의 지방자치단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
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
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
리
5. 발달장애인 조기 발견과 발달장
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
역사회 홍보
6.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
담지원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
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
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 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체장이 설치주체로 명시되어 있다. 또 제41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공공기관에 위
중앙센터 역할
1. 발
 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
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
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
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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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센터
지역센터 역할

탁·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현재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한국장애인개발원
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3월), 경상남도(6월), 부산
(7월), 강원도(9월), 전라북도(10월), 대전(11월), 충청북도(12월), 인천(12월), 제주(12월),
전라남도(12월), 경기도(12월), 서울(12월), 2017년에는 울산(1월), 경상북도(3월), 충청남
도(4월), 세종특별자치시(4월)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이중 인천발
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8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2018년 10월
현재 개발원에서는 전국 16개 지역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
다.
또한 2016년 9월에는 개발원이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
라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 부모교육사업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구
성과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사업 개선 등 부모교육 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명

주소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3층 1304호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동일타워 8층 808호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8층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103 상무비즈센터 3층 302호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3층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70(반구동) 6층 B-4호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층 304호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8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중테크노밸리 109~110호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성정동, 충남타워)충남타워 7층 704~705호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홍산빌딩 7층 702호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공제조합 4층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화인비즈니스타운 601호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 프라자 609호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3층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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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세계로,
아·태 장애인을 위한 국제협력

인천전략 채택과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

우리나라는 2009년 말 OECD/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공적개발원조

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2년까지 3년마다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 정도를

(ODA)21)의 양적 확대는 물론 국제협력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됐다. 우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천적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리나라는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에서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이러한 인천전략 이행을 위해 우리정부는 그에 필요한 기금 출원을 약속하고 2013년 6월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무국’으로 지정하게 된다.

UNESCAP or ESCAP)’와 협력하여 ‘제2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2013~2012)’ 최종
평가를 위한 정부 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ESCAP은 아·태 지역의 경제재건과
개발을 위해 국가 간 또는 지역 외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 유지·강화 등을 목적으로  1947
년 설립된 유엔산하 국제기구로 그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하 아·태 지역으로 표기)
에 거주하는 6억 9천만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993년부터 10년 단위
로 행동계획을 수립해왔다.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무국
주요 역할

22) •제1차 아·태장애인 10년(1993
년~2002년)은 중국이 주도하였다. 제1
차 아·태 장애인 10년 슬로건은 “장애
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증진”으로
1992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선포됐
다.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년
~2012년)은 일본이 주도하였다. 2차
10년의 슬로건은 “통합적, 장벽없는, 권
리에 기반한 사회”로 2002년 10월 시
게현 오츠시에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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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협력사업, 국별협력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민관협력사업으로 구분된다. 국제기구협력
사업은 인천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유엔에스캅 소속 개발도상국의 장애통계 구축

이는 아시아와 태평양권 장애인들이 전 세계 장애인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반면 1982년

을 지원하는 사업과 유엔에스캅 본부의 접근성센터를 지원하는 사업, 인천전략워킹그룹

에 선포된 유엔 장애인 10년(1983`~1992년)의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미흡하였다는 판단

회의 참석 등이다.

에 의해 지역차원에서의 이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1993년부터 2002년

국별협력사업은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개발협력사업의 형태로 중장기 및 단기 프

까지는 중국정부의 주도 아래 베이징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일본정부의 주도 아

로젝트로 구분되며, 아·태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인천전략에 부합하는 장애 관련 사업을

22)

21)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무국으로서 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국제협력사업은 크게 국제기

래 시게현 오츠시에서 각각 제1차와 2차 아·태 장애인 10년이 선포되었고 , 어느덧 제3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태 지역 국가의 장애 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과 장애 관련 기관

차를 맞이하여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인천에서 개최된 것이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분야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하는 글로벌 연수사

에스캅 회원국 정부대표단은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 간 고위급

업, 국내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전략국제협력추진단 운영 등 민간단

회의에서 향후 10년(2013~2022)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실천”을 슬로건으로 10개

체와의 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도 인천전략기금사업에서 중요한

목표와 27개 세부목표, 그리고 62개 지표로 구성된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을 채택하게 된다. 10대 목표는 1. 빈곤감소 및 고용전망의 증진 2. 정치과정 및 의사결정

한편 2017년 말에는 ESCAP에서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의 중간

에 대한 참여의 증진 3.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평가 보고서(장애포괄적 아·태 지역사회 구축: 인천전략의 이행 상황 평가)를23) 발표했다.

향상 4. 사회적 보호의 강화 5.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 6. 성평등과 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홍콩,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태 지역 35개국의 장

성의 역량강화 7. 장애 포괄적인 재난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 8.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애 관련 정부부처가 인천전략 이행 중간평가를 위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제3차 아·태

및 비교가능성 개선 9.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비준 및 이행과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장애인 10년(2013~2022) 행동계획인 인천전략 중간평가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촉진 10. 하위지역·지역·지역 간 협력강화였다.
인천전략은 채택과정에서 몇 가지 의의가 있는데 우선 인천전략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
역차원에서 합의된 장애 포괄적인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 Building Disability-Inclusive
Societies in Asia and the Pacific:
Assessing Progress of the Incheon
Strategy

인천전략 소개(제1장), 10가지 목표(빈곤, 정치참여, 접근성, 사회적 보호, 교육, 장애여
성, 재난관리, 장애 데이터, 장애인권리협약, 지역간 협력)에 대한 각국의 이행현황 평가
(제2·3장), 결론과 권고사항(제4장)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인천전략의 41개의 핵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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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 30개 지표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진 이 보고서는 아·태지역의 장애 관련 데이터

보호 및 삶의 질 개선이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국별협력사업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를

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나라 주도로 이루어지는 인천전략의 이행상황을 살펴볼 수

대상으로 인천전략에 부합하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국별협력사업은 중

있는 첫 번째 종합 보고서라는 데 의의가 있었다.

장기와 단기프로젝트로 구분되어 있다. 중장기 프로젝트는 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
얀마 장애인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단기 프로젝트는 2015년 네팔장애인의

1. 국제기구협력

편의증진을 위한 이동식변기의자 지원, 몽골 및 라오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복지
차량 지원사업 등이 있다.

개발원은 정부로부터 ‘인천전략이행기금운영사무국’으로 지정된 이후 인천전략의 효과
적인 이행을 위하여 유엔에스캅(UN ESCAP)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KODDI-UN ESCAP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전략 워킹그룹회의(the Working Group

연도별 아·태 지역 장애전문가
초청연수 참가 현황 (2014~2018)

3. 글로벌 연수

on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3~2022)’를 참석하

개발원에서는 국제협력의 하나로 2014년부터 매년 아·태지역 장애전문가(정부 및 민간

고 있으며, 유엔 에스캅 회원국 대상 장애데이터 구축을 위한 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

기관·단체의 장애 정책 관련 담당자) 약 20여 명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진행해오고 있

중인 에스캅 프로젝트(Towards the Incheon Strategy to ensur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네팔

동티모르

2014년 (22명)

2014년 2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1차 워킹그룹회의에서 인천전략 이행 로드맵 초안 작

다. 9박 10일간 일정으로 한국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강의와 현장을 견학하고 제도와 서비
스 현황을 보여주는 이 초청 연수는 특히 연수기간 동안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각국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액션플랜(Action Plan) 워크숍이 참가

성과 에스캅 다자 간 신탁기금(ESCAP Multi-donor Trust Fund) 및 인천전략기금(Make
the Right Real Fund)사업 계획 등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유엔 에스캅 회원국들이 참석

인도

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2015년 (20명)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초청한 국가는 9개국. 총 102명으로, 2018년 8월에는(8월 26일~

하는 인천전략워킹그룹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문을 연 유엔 에스캅 접근성

9월 4일) 방글라데시와 부탄의 장애 관련 정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20명이 한국을 찾았

센터 운영지원, 2014년부터 2018년 말까지 아·태지역 개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장애

다. 이들은 연수기간 동안 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 시스템과 직업재활 및 고용

인 통계구축 지원사업 등을 추진 완료했다.
이외에도 2017년에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인천전략 중간평가를 위한 정부 간 고위급

미얀마

스리랑카

2016년 (20명)

24)

회의(11.27~12.1) 에 참석하여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2022)’ 상반기 5년간

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서울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형원), 장애인보조기구 유관기관(국립재활원), BF인증 건축물(국립한글박물

의 인천전략 이행현황을 검토하고 하반기 5년의 성공적인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전략방
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원부터 편의증진, 발달장애인 지원 등 분야별 장애인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강의와 장애인

관) 등의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파악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2017년 (20명)

4. 민관협력
24)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the Midpoint Review
of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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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별협력
방글라데시

인천전략이행기금운영사업의 추진 목적 중 하나는 아·태 지역 개도국 장애인들의 권익

부탄

2018년 (20명)

오늘날 장애 분야 개발협력사업은 더 이상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날로 다양해져가는 욕
구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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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에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

5.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KOICA 협력사업

강화를 통한 인천전략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원에서는 민관협력사업도 진
행하고 있다.

개발원에서는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 이외에도 국제장애인지원사업, 국제협력사업, 코

현재 진행 중인 민관협력사업은 크게 인천전략국제협력추진단 운영과 민간단체 국제협력

이카(KOICA)협력사업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국제장애인지원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국내 민간단체들의 국제협력 업무역량을 강화

은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보건, 의료 서비스, 보조기기 지

하고 민간부문과 사업현황을 공유하여 인천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를 통해 아·태지역 등 관련 수요가 확인된 지역 및 국가에

한편 개발원에서는 인천전략이행기금운영사무국 지정 이후 인천전략에 관한 국내·외적

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선정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심에 발맞추어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또한 국제협력사업은 장애 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 홈페이

(UNCRPD)’ 당사국 회의 참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년 12월 신체적 장애, 정

지(http://mrr.koddi.or.kr)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홈페이지는 오픈 이후 정보의 체계적

신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 총회

분류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에 노력하면서 2017년 4월에는 웹접

에서 채택된 이 협약에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비준하여 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근성 품질인증을 받기도 했다.

있으며 개발원은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및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코이카(KOICA) 협력사업은 2015년 12월 개발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장애 분야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한국-싱가포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태지역 장애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국내에 초청하여 3주간 장애인정
책 역량강화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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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진흥
장

장애인의 날
행사

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토록
권장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

올해의
장애인상

‘올해의 장애인상’은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장애를 넘어 사회에 모범이 되
는 장애인을 선정하여,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대통령 명의로 시상되고 있다. 이 상

사를 개최했다. 당시에는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

은 1996년 9월 15일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제

로 지정받지 못했지만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4월 20일

정됐다.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올해의 장애극복상’이던 상의 명칭은 2009년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시상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장애인재활대회’라는 이름으로 1982년부터

재원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상금 5만 달러와 올해의 장애인상 기금을 기반으로

1990년까지 주관하다 이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1991년 제11회 행사부터는 개발원(당시

하고 있다. 각 장애인복지단체장으로 올해의 장애인상 위원회를 구성해 수상자 선정심사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현재까지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

가 추진되며, 간사단체인 개발원에서 재원 관리와 사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다. 특히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장애인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르기 위해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결성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와 공
역대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현황

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출범 당시 14개 단체가 참여했던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는 2018년 말 현재 27개 단체

회

년도

장소

행사내용

참석VIP

규모(명)

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은 장애인주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11

1991.4.20

장관

4,000

장애인단체별로 전시회,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다.

1992.4.20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장애인특별공연, 연예인축하공연

12

연예인축하공연, 생활체육 시범

장관

5,000

13

1993.4.20

축하공연 및 각종게임,
먹거리코너 등

장관

8,000

sbs특집공개방송
각종게임 및 장기자랑

장관

10,000

올림픽파크텔,
평화의 광장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210

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비고

첫 야외행사 추진

14

1994.4.20

15

1995.4.20

올림픽공원체조경
기장, 한얼광장

장애인특별공연(극복의 한마당)
sbs특집쇼 및 놀이마당

대통령
내외분

10,000

올해의 자랑스런
장애인 선정

16

1996.4.20

잠실학생체육관, 체
육공원

장애인특별공연(극복의 한마당)
sbs특집쇼 및 놀이마당

대통령
내외분

5,000

장애인먼저운동 선포

17

1997.4.19

올림픽공원 체조경
기장, 한얼광장

장애인특별공연(극복의 한마당)
노래자랑 및 놀이마당

국무총리

10,000

올해의 장애인 상 수여
(이후 매년 시상)

18

1998.4.20

올림픽공원 역도경
기장 및 전면광장

연예인 공연, 각종 놀이마당

영부인

5,000

19

1999.4.20

평화방송 특집쇼, 각종 놀이마당

영부인

5,000

20

2000.4.20

평화방송 특집쇼, 각종 놀이마당

영부인

5,000

21

2001.4.20

평화방송 특집쇼, 각종 놀이마당

영부인

5,000

22

2002.4.20

평화방송 특집쇼, 각종 놀이마당

국무총리

5,000

23

2003.4.18

평화방송 특집쇼, 각종 놀이마당

영부인

5,000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및 전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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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년도

장소

행사내용

참석VIP

규모(명)

24

2004.4.20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 및 전면광장

KBS 특집공개쇼, 각종 놀이마당

대통령
권한대행

5,000

25

2005.4.20

올림픽공원 펜싱경
기장 및 한얼광장

장애인장기자랑대회 개최
각종 놀이마당

복지부
장관

6,000

26

2006.4.20

올림픽공원 역도경
기장 및 전면광장

장애인장기자랑대회 개최
각종 놀이마당

영부인

4,000

27

2007.4.20

상공회의소,
청계광장

청계광장 서울개성마당

국무총리

800

28

2008.4.18

회원단체별 기념행사 개최

국무총리

600

29

2009.4.20

회원단체별 기념행사 개최

국무총리

600

30

2010.4.20

63빌딩,
KBS 광장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우수장애인생산
국무총리
품판매전, 회원단체별 기념행사 개최

600

31

2011.4.20

백범기념관

회원단체별 기념행사 개최

국무총리

400

홍보대사 위촉(박진희)

32

2012.4.20

63빌딩,
KBS 광장

회원단체별 기념행사 개최
우수장애인생산품 판매전

영부인

600

홍보대사 위촉(김태원)

33

2013.4.18

63빌딩,
KBS 광장

회원단체별 기념행사 개최
꿈드래상품 전시·판매전

국무총리

500

홍보대사 위촉(이정진)

34

2014.7.4

63빌딩

훈·포장 및 장애인상 시상식 개최

정책국장

70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로 행사 연기

35

2015.4.20

63빌딩

회원단체별 기념행사 개최

국무총리

500

홍보대사 위촉(차승원)

36

2016.4.20

63빌딩

회원단체 주관 단일행사 개최

국무총리

400

홍보대사 위촉(임형주)

37

2017.4.20

63빌딩

회원단체 주관 단일행사 개최

대통령
권한대행

500

38

2018.4.20

63빌딩

회원단체 주관 단일행사 개최

영부인

500

63빌딩,
서울광장 등

비고

쌍용곰두리
장학사업

‘쌍용곰두리장학기금’은 1995년에 장애인복지체육회의 초대 회장인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출연한 10억 원을 재원으로 설립됐다. 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지속하기 힘든 장애학생을 선정, 1~2년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학생 선정은 매년 쌍
용곰두리장학사업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장학생은 크게 성적우수장학생, 예·체능 특기장학생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선발한다. 장

축하행사 악천후로
취소

학금 지급은 일반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학기당 150만 원(2년), 전문대·사이버대 학생
은 학기당 100만 원(1년), 한국방송통신대 학생은 학기당 35만 원(2년)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12월 중 개발원 홈페이지에 장학금 신청안내 공고를 게시하며 신청서는 각 대학교의
장학담당 부서를 통해 학교장 명의로 받고 있다.

쌍용곰두리장학금은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회장이었던 김석원 쌍용그룹 전 회장이 출연한 10억 원의 기금으로 1995년 설
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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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혜택 장학생 인명수 도표

연도

학생수

연도

지급액
73

단위 : 명 / 천 원
학생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개발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2012년부터 중증장애아동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
애아동 가정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기(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하여 일반 휠체어

지급액
45

및 전동 휠체어를 지원하고 있지만,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들이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65,000

45,000

제약이 많다. 특히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중증의 장애아동(지체·뇌병변)의 경우, 바른

139

48

1995

2007

1996

2008
117,500

50,000

117
1997

35
2009

112,500

34,750

자세 유지와 안전한 이동을 돕는 전문 보조기기가 절실하다. 아직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제작되는 휠체어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며, 가격 또한 높아 가정에서 쉽게 구입하
지 못하는 실정이다.

43

이에 개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사업비를 후원받아,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운영 전반을

99,700

53,750

맡아 진행하여 2018년까지 총 195명의 아동에게 장애아동용 휠체어를 지원했다. 장애아

86

46

동용 휠체어 지원사업은 이동이 어려운 중증의 지체·뇌병변장애 아동(0세~19세, 신장

114
2010

1998

1999

2011
98,500

57,000

89

42

2000

100~160cm)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2012
99,850

50,656

84
2001

45
2013

91,400

53,621

85
2002

44
2014

95,200

47,006

49
2003

46
2015

54,900

54,467

50
2004

28
2016

54,500

25,755

47
2005

43
2017

48,000

52,494

50
2006

31
2018

54,750

33,077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으로 2018년 지체·뇌병변장애 아동 51명에게 맞춤형 휠체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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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를 뚫고 새로운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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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합문화공간
이룸센터

17개 장애 관련 단체
입주

2007년 12월 10일 문을 연 이룸센터는 장애인의 정보교류와 상호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대관시설은 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 또는 사용목적이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행사일 경우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통합 및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마

대관료의 70~8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부속설비

련된 장애인 종합복지 공간이다. 이룸센터의 첫 번째 주요기능은 장애인단체 사무실의 입

사용료는 50% 감면). 대관료는 2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대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르다.

주로 장애인을 위한 ‘회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개관 이후 현재까

개관 이후 평균 대관율은 해마다 약간 다르지만 약 74% 내외다. 이룸센터의 운영관리 주

지 17개 장애인중앙단체 사무실이 3층부터 6층까지 입주하면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체는 개발원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과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보금자리 기능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룸센터 대관시설 현황

2014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았으며, 2016년

사용료

4월부터는 기존 장애인단체 이외에 비법인장애인임의단체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무

구분

기능 및 주요 설비

수용인원
일반

실을 운영하면서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한민국휠체어합
창단 등 3개 단체가 2층 인큐베이팅 사무실에 입주해 있다.
이룸센터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가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이룸홀

국제회의, 기념행사 등
(음향장비, 조명시설, 빔 등)

150석

오전 550천 원
오후 600천 원
야간 720천 원

B1

워크숍, 교육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용시설을 설치, 대관함으로써 장애인단체 활동을 지

누리홀

기념행사, 대규모 교육 등
(음향장비, 조명시설 빔 등)

100석

오전 400천 원
오후 450천 원
야간 540천 원

대회의실

회의(빔, 음향장비, 인터넷)

21석

1시간/30천 원

회의실 1·2

회의개최를 위한 대관비율이 높으며,
교육과 정기총회 등에도 이용

각 24석

1시간/30천 원

교육실 1·2

교육, 기념행사 회의 세미나 등
(빔, 음향장비, 인터넷, 전자교탁)

각 63석

오전 300천 원
오후 350천 원
야간 400천 원

소교육실

교육 및 회의
(빔, 음향장비, 인터넷)

35석

1시간/30천 원

원하는 데 있다. 대관시설은 지하 1층에 위치한 이룸홀과 누리홀, 그리고 2층에 있는 회의
실(3실)과 교육실(2실), 소교육실(1실)이다.

2F

2F

이룸센터 2층 L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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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대회의실

감면율

장애인단체 70% 감면
사회복지기관 50% 감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활동 관련 대여 시
80% 감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활동 관련 대여 시
80% 감면

지하 1층 이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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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파도를 뚫고 새로운 바다로
항해하다

이룸센터는 지은 지 약 27년이 경과된 건물로 초기에는 제대로 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

이밖에도 2009년엔 정화조 공사를, 2011년에는 지하 2·3층 주차장 공사, 2012년에는

치되지 않은 건물이었으며 점차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됐다. 때문에 입주 전부터 장애인들

지하 4층 전기실 개보수와 냉동기 교체 공사를, 그리고 2013년에는 옥상공조실 개선공사

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의 성능향상을 위해 노후시설을 수선하

와 전면 출입구 개선공사를, 2014년에는 지하주차장 미끄럼 방지 페인트 공사를, 2015년

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에는 지하 1층에서 1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추가공사와 6층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제1차 리모델링 공사는 2007년 12월 28일부터 2008년 3월 6일까지 장애인단체가 입주할

하여 3개 장애인단체의 신규 입주가 가능해졌다.

3, 4, 5층 사무실 및 화장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실시했다. 제2차 리모델링 공사는 2008
년 3월 26일부터 같은 해 5월 14일까지 2층 대관시설에 대한 공사를 실시했다. 제3차는
2010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지하 1층에 대강당 및 다목적 세미나실을 설
치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제4차 리모델링 공사는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까지 장애인단체가 추가로 입주할 6층 사무실 및 화장실 공사를 실시했다.

연도별 리모델링 현황
센터명

주소

2008년

지상 3~5층 장애인단체 입주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지상 2층 교육실, 회의실 등 대관시설 리모델링 공사

2009년
지하 4층 정화조 리모델링 공사
2010년

지하 1층 이룸홀, 누리홀 리모델링 공사
지하 2~3층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2011년
옥상 냉각탑 교체공사
지하 4층 전기실 리모델링 공사
2012년
지하 4층 냉동기교체공사
옥상 공조실 리모델링 공사
2013년
전면 주출입구 개선공사
2014년

지하주차장 미끄럼 방지 페인트 공사
6층 장애인단체 추가 입주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2015년
지하 1층~1층 운행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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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개관한 이룸센터는 지상 10층, 지하 4층의 총 14개 층으로 이루어진 장애인 종합복지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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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현황

1981년 UN의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 이후 국제적인 정책변화에 의해 장애인정책에 관한

구를 수행해 왔으며, 아울러 국내·외 장애인복지 관련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 등을 조사,

정부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장애문제를 보는 관점 역시 개인이 아닌 사회와 환경의 문

분석해 오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장애인복지 선진화에 기여하고

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결과, 국내 장애인복지는 관련 법의 제정 및 정책들의 시행과 함께

있으며 장애인단체 및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연구 수행으로 연구의 질

발전하게 되었다. 과거 국내 장애인복지정책은 상황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시적이

적 우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고 소극적인 개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장애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정책연구실은 장애인복지 현안 과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장애인복지 욕구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복지 수요가 지속적

인 전략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

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정규모, 서비스 종류의 확대와 같은 양적 변화와 개별 장애인

히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장애인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연구개발을 강

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질적 변화와 전통적인 소득보장 외에 의료보장, 문화여가활동

화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와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

등 복지욕구가 다변화되고 새로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인증된 정책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본원 연구업무규정에 따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라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연구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

개발원의 장애인복지 정책연구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룰

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책연구실은 정부의 원활한 장애

정책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및 사업의 방향은 크게 기초연구, 정책연구, 국제협

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의 연

력, 정책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1. 기초연구 부문

기초연구는 장애인복지 현황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 분야로, 정책연구실에서는 장애
인의 욕구 및 복지현황 관련 기초통계 수집과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장애
인 정책개발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18년에는 기초연구와 관련하여 기초통계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연구, 사업/정책 평가
및 지표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통계 확보를 위해 ‘장애인패널 예비
조사’, ‘장애인패널조사 표본설계’, ‘2018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실시하였고, 탈시설 정책
흐름에 발 맞추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와 ‘자립생활주택 퇴거자 현황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계 및 지표를 수집
국제포럼 ‘장애인 건강의 미래를 말하다’가 2018년 11월 2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장애인 건강 및
재활 관련 한국, 영국, 독일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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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통계연보

한 ‘2018 장애통계연보’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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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복지-교육-고용 연계를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

법제 비교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관련 법령 연구’, ‘2018년 장애인차별

계 구축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넷째, 탈시설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연구’와 ‘장

를 수행했다.

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셋째,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2017년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보

다섯째,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수어통역사 활성화

고서’를 발간하였고,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평가를 위

방안 연구’, ‘장애인 여가활동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태 개선방안 연구’, ‘장애인 지원서

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모니터링 체계 구축연구’를 실시했다.

비스 품질관리 방안 연구’, ‘중증장애인 상시돌봄 체계를 위한 실태조사’,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신규서비스 개발 연구’ 등 기존 정책 개선 및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2. 정책연구 부문

했다.

정책연구는 급변하는 장애인정책 환경에 발맞추어 장애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 및

3. 국제협력 부문

정책개발을 위한 것으로 장애유형별 연구, 전달체계, 직업재활,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시의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연구실은 정부부처 및 장애계와 협력하여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 전

2018년에는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소수장애, 장애개념, 직업재활, 탈시설, 정책개발 등 다

략’의 국내 이행 로드맵의 초안을 마련했고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다.

가 인천전략의 틀 안에서 모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기
초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를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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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수장애와 관련하여 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수장애인 및 가족들의 정책

이 일환으로 2018년에는 ‘인천전략 하반기 이행 및 Post-인천전략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장루·요루 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정책방향’과 ‘다문화가정의 장애

연구’를 수행하였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초안 마련을 위해 ‘유엔장

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2, 3차 병합) 작성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둘째, 정책대상자 선정 기준과 연결되는 장애개념과 관련된 연구로 ‘사회서비스 영역의

또한 최근 장애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국내·외 학술교류를 실시했다.

ICF 기반 장애평가체계 비교 연구’와 ‘OECD국가 장애출현율 산출기준과 장애개념 관계성

먼저 미국의 당사자 주도 서비스를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한국, 호주,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를 실시했다.

「당사자 주도 서비스(Self Directed Services, SDS)」 세미나를 발달장애인시민포럼과 공동

셋째,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고용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증

개최하였고,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 내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 연계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지속적 인상

「장애인 자립, 지역사회에서 공존을 그리다」 세미나를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과 공

이 예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고용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

동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포럼 「장애인 건강의 미래를 말하다」를 통해 장애인 건강 및

련하고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환경 변화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관계 부처·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할

「당사자 주도 서비스
(Self Directed Services, SDS)」
세미나 자료

재활을 주제로 한국·영국·독일 사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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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지원 부문

‘다문화가정의 장애아동’과 같은 소수장애 분야의 연구와 ‘ICF 기반의 장애사정체계 활용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에 이어 ‘사회서비스 영역의 ICF 기반 장애평가체계 비교 연구’, ‘장

정책지원은 개발원의 연구결과 및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관련 기관 종사자, 정책입안자 및

애개념과 범주에 관한 연구’도 진행됐다. ‘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에 이은 ‘장

학술연구자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수렴하고자 장애인 관련 전

애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와 ‘장애인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태 및

문가 집단에게 원활한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관리 시

개선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방안을 위한 연구’

스템 구축, 장애인단체 간담회, 학술지 발간, 국내외 장애인정책 동향 분석 등을 추진하고

등도 수행됐다.

있다.  
정책연구실은 정책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정책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지향하고 정책 반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정책연구실에서 발간되는 연구 성과물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과제 선정-연
구과제 계획 검독-중간평가-최종평가’와 같은 일련의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적용하
였고, 연구과제의 현장성 향상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장애인 단체 간담회와 연구성과
보고회를 실시했다.

학술지 「장애인복지연구」

향후 장애인 건강권,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주요 이슈 반영
연구 예정

정책연구실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나가는 한편 2019년에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장애인 건강권,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주요 이슈를 반영하여 장애인
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고려한 ‘국내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건강행태 조사 연구’,
‘장애유형별 근거기반 운동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국·내외 장애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와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탈병원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학술지 「장애인복지연구」를 연 2회 발간하였고, KoDDISSUE 발간

기초통계·자료 분야에서는 장애통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연구실에서 구축한 장

(연 2회) 및 월간 KoDDISSUE e-뉴스레터 발행(1월~12월)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정책 동

애인삶 패널조사를 기반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애 분야에서의 보건의료 빅

향분석을 제공했다. 특히 「장애인복지연구」는 2018년부터 학술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또한 그간 주목하지 못한 새로운 주제의 연구로 제도적 사각지대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와 「장애인복지법」 제도권에
서 소외되는 ‘장애인 사회서비스 수요자 발굴에 관한 연구’,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며, 전달체계 측면에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지
방자치단체 연계방안 연구’ 역시 새로운 주제로 수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패널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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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2018년도에는 ‘기초통계·자료’ 분야의 ‘장애인삶 패널조사’ 및 ‘장애인패널

장애유형 분야로는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척수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중증·중도장

조사 표본설계’와 탈시설 정책 흐름에 발맞춘 ‘장애인 거주시설 청소년 자립지원강화 방안

애인 가족지원방안 연구’와 ‘장애아동 대상 조기발견 모델 연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

에 대한 연구’,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와 장기연구과제로서 ‘서

계선지적기능아동의 지원 방안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가 수행됐다. 또한 2017년 수행한 연구와 연계성을 갖고 진

한편 2018년에 이은 후속연구는 소수장애, 탈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영향평가,

행될 연구과제들도 다수 있었다. 2017년 시청각중복장애인에 이어 ‘장루·요루장애인’,

직업재활 등의 주제로 지속된다. 소수장애에 대한 연구는 2018년에는 장루·요루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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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2019년에는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를 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일반논평을 통해 성년후견제와 같은 대

다. 또한 2018년에 수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연구의 후속연

체의사결정제도를 지원의사결정제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여성

구로 2019년에는 고용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와 OECD 국가의 장애출현율 산출기준과 장

의 권리, 장애인의 통합교육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마

애개념 관계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국내 장애출현율 산출기준에 관한 연구

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실현 보장’을
강조하고 개인의 존엄성, 자율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비차별, 사회참여와 통합,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수용, 기회의 균등, 접근성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와 같은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연구의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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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은

최근 국제 사회의 장애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인도와 부탄, 가나와 나이지리아에서는 장애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

인정책의 초안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나이지리아 아사라

회참여를 지배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

와주에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어 지체장애인의 권리와 특권

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장애를 의학적 손상의 측면을 넘어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의한 문

을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부 계획을 위해 장애인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로 바라보고 있다.

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차별적’ 장애법을 폐지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가족들

기존의 장애정책이 의료적·개인적 모델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고 한다면 최근의 장애

에 대한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족

정책은 권리기반접근(Right Based Approach, RBA),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통합

돌봄 재정 지원 정책, Funded Family Care Policy)를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국에

(Social Integration)을 주요 패러다임으로 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서는 가족간병인법안(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RAISE) Family

권리기반접근(RBA)에 의한 장애정책 패러다임은 사회적 모델과 소수집단 모델에 기반한

Caregivers Act)이 상원을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가족간병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개

시민권 확보 정책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막는 각종장벽들 즉, 장애인을 억압하고 배제

발, 유지 및 발전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차별적 기제들을 문제시하고 장애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수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변화들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복지서비스

상화(Normalization) 패러다임은 시설보호에 반대하며 일상적인 생활 형태와 리듬을 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의 스텐포드

조하는 개념으로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일반 가정과 같은 소규모 주거환경, 비장애인의

대학에선 구글 글라스(Google glass)를 활용하여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의 사회성 기술

삶의 양식과 비슷한 주간활동 공간과 주거장소의 분리, 탈시설과 자립지원 정책 등 이용

을 향상시키고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접근성과 관련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패러다임은 단순한 신체적 기능의 향상과 가정이나 사회에

된 법안을 마련 중이며, ‘접근성개선기금’을 통해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접근성을 개선

서 부여받은 역할의 수행,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참여하는 사회 환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TV 및 영화 자막과 관

경까지 고려하는 개념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한 지위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

련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호주 남부의 찰스 스터트 시는 ‘접근 가능한 해변 계획’

원으로서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을 채택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안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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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부
현황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은 장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일을 통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

인을 위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정

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하 중증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직

부 또한 ‘모두를 위한 관광’ 원칙과 보편적 접근성을 위한 지원과 이를 장려하고 있다. 또

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8년도 한국장애인

한 인도의 케랄라 주정부는 주내 관광 부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관광 임무

개발원 직업재활부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Responsible Tourism Mission)를 실천함과 동시에 2017년 배리어프리 케랄라 관광이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 참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과 고령관광객이 접근하기 쉽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위한 움직임으로 영국의 Jersey 섬에서는 1년간 감각, 이동성 및 기
타 장애를 갖고 있는 섬 주민들 중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최대 5천 파운드의 보
조금을 지급하여 직장(혹은 업무현장)에 필요한 지원 및 장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2018년에는 첫째 중증지원사업을 통해 총 25,464명의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
공했으며 이 중 7,102명이 취업을 했다. 특히 전년대비 7.49% 향상된 27.89%의 취업률

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대비하여 기업들이 정신 장

(구직장애인의 취업률(취업인원/상담인원×100))을 기록했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취업

애인을 고용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에 이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1%가 매우 만족으로

하는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소 2% 이상은 신체 또는 지적장애인을 고용해야 했으나

응답했다. 이는 동 사업이 외형적 성장 외에도 일을 통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기반 확대

2018년 4월부터 고용비율을 2.2%로 상향조정하고 고용 범위에 정신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보다 근접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활용한 신체적,

둘째,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정신적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소시키고 있다.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한 ‘꿈앤카페’를 2016년 카페 ‘I got everything(아이갓에브리씽)’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하여 아일랜드에서는 장애아동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운동을 할 만

으로 브랜드 표준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2018년에도 카페 ‘I got

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특수체육교사가 지역 체육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3주짜리 프

everything’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17개소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총 86개 매장이 개소되었

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 후 개관하게 됐다. 이 체육관에서는 장애인들의 개별적이고 특

으며 3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

별한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화, 역량강화, 시각훈련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다. 또한 카페의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카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였

운영하고 있다.

으며, 바리스타 교육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카페 근로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을 위한 다양한

자 노력했다. 이밖에도 시그니처 음료 개발을 통해 카페 수익성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등

정책적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장애인의 권리 실현 보장’을 위한 지속적

공공·민간 영역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도

인 대응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공공 및 민간기관 20개소를 추가 선정·지원할 계획이고 카페박람회 개최, 시그니처 메뉴
적용 등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바리스타 직무를 통한 직업적 능력 향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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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애인식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성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8개 권역에서 사업체 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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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심 직업훈련을 실시했다. 2018년 360명의 중증장애인 훈련을 통해 125명의 취업성

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생과 직무지원인 1:1 배치를 통해 스타벅스 매장에서 현

과가 나타났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즉시 현장에 배치하여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훈

장중심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연계를 통한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련생의 현장 적응력과 취업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및 삶의 질

직무지원인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13명의 훈련생이 선발되어 3개월의 현장중심훈련을 진

개선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위탁사업으로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실시

행한 결과 9명의 중증장애인이 스타벅스 매장에 취업됐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

했다. 이를 통해 6개 권역 총 19개소 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어 352명의 장

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

애학생이 참여하여 78명이 취업했다. 2019년에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10개 지역으로 확

응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신규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 및 민간기관

대·운영하여 장애학생의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며,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업재

을 발굴하여 취업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활서비스 신규 모델을 개발하여 장애인 직업능력 및 사업체 수요에 맞춘 일자리를 확충하

다섯째, 직업재활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수행기관 유형별 사업실적의 적정기

고자 한다.

준안을 발표하여 실제 12개의 수행기관에 모의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장중심 직업재활센

넷째, 장애로 인해 취업 초기 직장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직무지원

터사업 현황 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에서 정식으로 사업수행기관 유

인’을 근무하는 사업체에 배치하여 장기근속과 안정적 직업생활을 도모하고자 ‘직무지원

형으로 편입이 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의 합리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중

인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16개소 수행기관, 20명의 직무지원인을 지원하였고

증지원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연계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복지 일자리 경력을 가진

2018년에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업무협약(’18.7.11.)을 통해 직무지원인 지원을 통한 현장

참여자가 일반 경쟁고용으로 취업 전이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나형)에 시범 적용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 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장애
인복지법」 제21조(직업),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를 근거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
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자립생활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정부지원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다.
개발원에서는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아우르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퍼스트잡(First Job) 현장훈련사업을 통해 스타벅스 전국 매장에 매년 장애인 100여 명을 배치,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무훈련
을 받고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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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시범사업을 통해 약 2,000명의 행정도우미와 약 2,990명의 복
지일자리 직무를 시작하여 2011년에는 약 300명의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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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장관상 및 개발원장상을 수여하여 참여자들을 독려하고 우수사례집 제작·배포를 통해

안마사파견사업을 실시하였다. 2014년에는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여 직

전국적 홍보를 도모했다.

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을 통해

다섯째, 일자리교육 지원을 통해 참여자 및 담당자들의 사업의 이해를 증진시켰다. 일자

279명의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후 2017년에는 1,500명의 ‘시간제 일반형일

리사업 참여자 16,441명이 기본 및 보수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정보기술자격교육으로 66

자리’와 10,000명의 ‘청년형 복지일자리’ 유형을 신규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명이 ITQ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31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교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일자리 사업유형 개발을 통해 사

육을 실시했다. 더불어 장애인일자리사업 대국민 홍보 및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해 KBS 제

업초기 4,990명에게 제공된 장애인일자리는 2018년 17,35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3라디오, 포털사이트(네이버), 문화일보, 한겨레 신문, 에이블 뉴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

서 약 348% 일자리 확대가 이루어졌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리플릿

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 홍보 영상·리플릿·배치기관용 사업 안내문

2018년도 현재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

등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그

을 수행하고 있다.

밖에 찾아가는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첫째, 중증장애인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맞춤형 직무개발을 위하여 이동보조기기

차년도 사업의 양적·질적 발전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다.

분해세척 및 소독, 템플스테이 보조 직무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18년 기준 총 1만 7,352명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했

하는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무과정을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가 삽입

으며 2019년에는 2,500명이 늘어난 1만 9,852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된 직무매뉴얼을 발간했다.

2022년까지 장애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1만 개 더 확대할 예정으로서 개발원은 사업 확대

둘째, 장애인일자리 사업 목적에 따른 사업 방향성을 탐색하고 사업의 목적과 참여자 특

에 발맞춰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연계를 통한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을 지

성을 고려한 유형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개편방향 연구」를 실시

원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했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부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셋째,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복지·교육·고용 분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관계 부

할 예정이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담당자의 교육지원 강화를 통해 일자리사업

처(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간 ‘교육·복지·고용 원스톱 취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

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다.

한 업무협약과 동시에 ‘장애학생 취업 지원 확대 워크숍’을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연도별 사업예산 및 참여인원(2007~2018)

용공단과 공동 개최했으며, 장애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업무 협약을 추진했다. 또한 장애 청년(대학생) 127명 대상 장애인일자리사업 설명회

구분

를 개최하여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민간일자리 진입 전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
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넷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지원 강화를 위해 17개 시·도를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지
원하고 있다, 참여자 관리, 전산시스템 실적 등록, 사업 성과관리를 월별·분기별로 진행

총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예산
(백만)

8,164 12,952 15,851 20,430 27,293 31,087 49,549 60,426 65,474 70,012 82,200 95,724

배정인원
(명)

4,990 5,000 6,672

6,920 10,300 10,800 14,500 14,591 14,879 14,827 17,352 17,352

참여인원
(명)

3,966

6,717

4,579

6,153

9,461 10,163 13,279 14,370 15,084 15,250 17,753 17,549

하였고, 102개소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리고 13명의 우수참여자에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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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현황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는 정부의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및 장애인 편의증진 관

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련 정책, 유니버설디자인환경 관련 연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등의

2017년부터는 급변하는 국내 고령인구 등의 증가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환경으로의 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

화를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국제 세미나를 개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등 관련 법

최하여 유니버설디자인환경으로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누구나 편리하고

개정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도록

안전하게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환경으로의 변화를 위해 2008년부터 정

개발원 홈페이지 및 유선 등을 통하여 상시 기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최초 인증기관으로

또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

지정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BF인증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BF인증제도의 발

하여, 사회 물리적환경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

전적 방향 모색을 위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

도록 이론적 변화 유도 및 실제 환경 변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 관련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 개선 외에도 접근성에 제약을 가져오는 장애물이 확대 설치되지 않도록 인식

이외에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맞춤형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6

개선과 관련 정책 등을 반영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

년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전문기술 자문을 시행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서울시

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 설치나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의 맞춤형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으로 2006년부터 매년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실무에 종사하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의 주요 사업인 유니버설디자인환경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과 장애

는 건축사, 설계사무소 종사자, 시설주, 교사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환경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2018년 사업성과는 다음과 같다.

유니버설디자인환경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

1)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정책 지원 및 교류

첫째, 2018년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정합성 제고방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등편의
법」기준에 대한 수정 요청 사례 등을 바탕으로 현행 규정의 현장적용 어려움을 파악하여
현안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방향 연구 수행를 통해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을 검토
하여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장애, 도시, 건축,
안전, 디자인)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여 단기적, 중·장기적 차원의 비전을 도출했다.
셋째,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장애인등편의법」 하위법
령 개정에 따른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유효바닥면적에 대해 실험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법적 기준에 대한 검증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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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지표개선방안 연구(도로 등)를 통하

미나를 총 5회 실시하여 494명이 수료했다.

여 도로를 중심으로 BF인증의 현황 분석, 법규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 지표에 관한

다섯째,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을 통한 인성·창의 교육을 총 5회 실시하여 167명이 참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했으며, 교사 교육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해 제작 배포하고 편의시설 설치 및 관련 법령 기

다섯째, 문화유적지 무장애 공간 조성 연구를 통하여 전통유산인 궁, 능의 기존가치를 보

술지원 상담과 적용완화 신청에 대한 기술자문(95건), 홈페이지 기술지원 및 상담(48건)

존함과 동시에 문화유적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을 진행했다.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2019년에도 유니버설디자인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구성원 인식변화를 유도

여섯째,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의거하여 2018년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

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특히 직접적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 실태를 다각도로 분

홍보를 통한 전 국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석하여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일곱째, 유니버설디자인 및 장애 분야 관계자 총 130명 참석한 가운데 유니버설디자인 국

3)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조성 사업

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노르웨이와 일본의 우수한 정책사례와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150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자 참여 기반 맞춤형

행동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국내 유니버설디자인의 흐름과 방향성을 도출했다.

주거환경을 조성(대상 만족도 조사 개조 전 1.28점에서 개조 후 9.62점으로 8.34점 향상)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는 향후에도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의 현황 및 사례 분석을 위한

하였으며, 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서울, 경기, 인천지역 사업장 10

지속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개소(서울 5개소, 경기 3개소, 인천 2개소)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

있는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에서는 2019년에도 물리적환경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조성

관련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의 우수사례들을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대

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정보 등의 안내시스템을 활용한 유니버설디자인환경으로의 변화

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를 모색함으로써 기존환경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

할 예정이다.

다.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고령자를 고려한 주거공간별 자립생활 수준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주거공간 구성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 등을 통해 거주공간의

2) 유니버설디자인환경 교육 및 기술지원

변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첫째, 편의시설 지원 센터 등 실무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총 2회의 편의증진 민간교육 실
시하여 514명이 수료(공무원 396명, 일반 118명)했다.
둘째, 편의시설 담당업무 공무원(사회복지과, 건축과,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편의증진 공
무원 전문교육을 총 5회 실시하여 71명이 수료했다.
셋째,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 실무교육과정 프로그램과 연계해 총 4회의 건축사 실무
교육 실시하여 317명이 수료했다.
넷째, 2018년도에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남 여수, 경남 진주에서 BF인증 찾아가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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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지원부
현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첫째, 2018년에는 여객시설 14건, 공원 2건, 건축물 433건 교부하여 총 449건의 인증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

부가 이루어졌으며, BF인증 지부 운영을 통해 본원 52%, 광주 20%, 대구 20%, 강원 8%

인생산품법」)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노무용역 등의 서비

정도의 인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행정처리를 도모했다. 또

스 포함)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

BF인증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및 이용자 관점 지표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운영을 통해  

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직업훈련과 고용의 기회 및 임금을 제공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

지역 장애인 당사자(지체, 척수, 시각, 청각) 43인이 참여하여 각 시설에 최소 2인 이상의

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사후관리단이 구성되어 안전한 무장애 환경 체감도를 실현하고 BF인증 사전검토를 통한

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2009.6.2) ‘중증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우선구매지원부(우선구매심사팀, 판로지원팀)

둘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협의체 대표기관으로서 BF인증제도 지표개선 및

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고객의 재정적 부담완화를 위
해 면적에 따른 인증 수수료를 개정했다(2018.8.10).
셋째, 인증 의무(건축물) 외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시를 위해 유니버설디자
인환경 조성 및 BF인증 활성화(공공 및 민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으
며, 교통수단의 형태 및 구조별 국내·외 사례 수집하여 적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지
표방안을 담은 BF인증 교통수단 매뉴얼을 개발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이외에도 여객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지원

1)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는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 공고에 따라 지정
심사 및 재지정심사, 민원 등에 따른 사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중증장애인생
산품 생산시설 확대방안 마련 및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설 및 교통수단의 접근성 향상으로 BF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여
객시설 본인증 4건과 예비인증 10건을 교부했다.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에서는 2019년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운영을 통
해 건축물 인증 기준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시설용도 및 건축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보급함으로써 BF인증의 보편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단계
부터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추후 시설이용약자의 급격한 증
가에 따른 시설물 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시설물의 추후 변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협의체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하여 BF인증제도의 현장적용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제작
및 배포, 각종 관계자 교육, 다양한 홍보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BF인증제도의 확대시행
유니버설디자인환경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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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제도적 변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의 다양한 노력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7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가 열렸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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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고, 장애인고용률 유지 및 직접생산 여부 확

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인

인 등 사후관리 강화로 투명한 우선구매시장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식을 제고하고 공공기관별 예산 조기집행을 고려해 연초에 기관별 교육 및 구매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지원은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
립지원, 우선구매 정책지원단 운영,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 해외 정책조사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지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안건 마련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우선구매촉진계획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지원

1) 생산시설 역량강화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공인품질인증·시험 비용 감면지원을 통해 생산품 품질향상 및 시장

수립 지원을 통해 우선구매 의무비율 준수 독려 및 우선구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중증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예비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지정심사 기준 등을 교육하여 지정 획득률을 제고하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지원단 운영의 경우 2018년에는 학계 전문가 및 중증

였다. 향후에는 생산품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제품 성능인증 지원을 통해 공공 및 민간시장

장애인생산품 생산·판매시설 관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매 제도개선방안 도출 등 정책개선을 추진하였다.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
책 이슈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지원단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촉진 및 판매 활성화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은 2018년에 가구류 등 10개 생산품목위원회 운

주요 공공기관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계약대행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

영 지원을 통해 우선구매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9년에는 소독방역 및 전광판 생산품

매 실적을 제고했다.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컨설팅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기관별 구매 수

목위원회 신규 설치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확대를 도모하고, 생산품목위원

요 등을 분석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 등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이슈를 파악할 예정
이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해외 정책조사의 경우 2018년에는 선진 복지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일자리) 정책 및 직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카탈로그, 우선구매 교육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여 중증

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의 현장을 조사하고 사례를 발굴하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 담당자의 관심 및 구매율 제고에 노력했으며, 인터넷 언론사

데 힘썼다. 2019년부터는 해외 우선구매 제도 및 고용, 직업재활 등 비교 분석을 통하여

및 지면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 개선 제고와 우선구매시장을 확

국내 정책의 개선·보완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했다. 향후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인한 사회적 가치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
하여 우선구매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은 2018년에 권역별 공공기관 구매 및 계약 실
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및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사용방
법, 우수사례, 실적 계획 입력 방법 등을 교육하여 우선구매 실적을 제고하였다.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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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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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2018년 공공기관 사용자의 구매편의를 위해 꿈드래 홈페이지 물품구매 증빙서류 발급

서비스지원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며, 장애로 인한

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품 등록부터 판매

추가 비용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전체 장애인 수는 동결수준이나 발달장애인 수는 꾸준

실적까지 원스탑으로 처리 가능한 시스템 환경을 마련하였고 전산시스템 사용자 설문조

히 증가추세를 보이며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사 기능을 구현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이에 2015년 11월 2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발달장

했다.

애인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과 관한 종합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에도 꿈드래 홈페이지 내 상품정보 표시 방법 및 검색 기능을 구매자 친화적으로

개발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며

개선하여 온라인 구매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주

발달장애인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16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지역

문부터 배송까지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고객편의성 증대를 통한 우선구매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9월 12일에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정부부처합동으로 발표되어
그간 부족하였던 발달장애인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마
련되었으며, 개발원 역시 복지 및 정책 체감도를 높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강원권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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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시상

2016년 10월 28일에 개최된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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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업성과로는 첫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전국의 17개 지역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인지원센터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공통과 분야별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협력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보급과 안착을 위해 차년도 중점사업으

하여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했다. 또한 개인별지원계획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실시를 통해 영유아

실무자 업무매뉴얼을 개정·배포하여 전국의 센터가 통일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 성인전환기, 성인기 발달장애인과 부모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전문정보 및 양육기술을

했다.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체험기회 제공,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지원을 통해 부모의 역량강화

둘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비로소) 운영을 통해 기 구축된 비로소 시스템의 보안

에 기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도 발달장애 조기개입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 발

을 강화하고, 오류를 해결함으로써 실무자의 시스템 사용 시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발달

달장애인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한 신규 콘텐츠 개발, 의사소통지원 등 발달장애인법의 사

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조사되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14,747건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업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18,794건 제공서비스, 1,488명의 제공인력을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복지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
축을 위해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260건의 언론보도를 상시로 실시하였으

권익옹호

공공후견사업과 권리구제사업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며,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한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또한 발달
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차년도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1) 공공후견지원사업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인 국민연금공단,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업무협

2011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

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

넷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 민간자격 판단업무를 수행하기

지부에서는 2013년 9월부터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

위해 내부 1인과 외부 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

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의료 및 재산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

격심의를 3회, 5건을 실시하였으며, 73명의 제공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개발원은 2015년 2월부

다섯째, 차년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복지사각

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대의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인력 교육

그동안 진행된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이드북을 개발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

첫째, 후견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후견인을 추천하고 지자체가 특정후

여하고 있다.

견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서 작성 등 심판청구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여섯째, 공적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로 통해 제공되는 급여의 총량

또한 후견이 개시된 이후에도 각종 자문, 간담회 참여 등을 통해 후견인의 후견활동을 지

을 30%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변경 시범사업을 9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127명의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개별 욕구에 부합하는 공적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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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자료집 - 공공후견
지원사업 안내

원하였고, 후견서비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후견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였
으며, 특정후견의 지속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여부조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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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18년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에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참가함으로써 발달

보했다.

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국내·외적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다.
셋째, 지자체 공무원의 공공후견지원사업 이해도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가정법

3) 그 밖의 노력과 권익옹호사업의 미래

원과 함께 매년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공후견지원사업 전문화 과정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

이 밖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권익옹호

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공무원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팀 사례컨퍼런스 및 운영회의를 매년 개최(연 4회, 2019년부터는 연 2회)하고 있다. 사례

넷째, 사업 홍보를 위하여 공공후견지원사업 영문 리플렛을 제작하였고, 발달장애인 공공

컨퍼런스에서는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실무자들이 주요 공공후견, 권리구

신탁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업무협약을

제 사례를 공유하고 외부자문을 받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체결하였으며, 공공후견법인, 중앙치매센터, 한국후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다

있고, 운영회의를 통하여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사이에 사업 운영에서 행정적 애로사항

수 실시하여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에 이르기까지 권익옹호팀 운영 전반에 관한 주제로 상호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공공후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발

2) 권리구제사업

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공공후견 수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권리구제사업은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

해 노력할 것이며,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유형별 후견사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된 발달장애인 피해자·피의자를 위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교육을 통한 실무자 후견 법률지식 강화 및 역량 향상 등에 힘쓸 예

한 권리 구제 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권리구제 절차 수행, 피

정이다.

해자 사후 모니터링과 더불어 사업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

권리구제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충실하게 현장조사 및 형사·사법절차 지원을 수행함과

축,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그동안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및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를 마련할 것

첫째, 권리구제사건이 발생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이다.

형사·사법절차 지원을 수행하였다.
둘째,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사건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주요 사례들의 사후조치를 위한 심
층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셋째,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직원을 대상으로 분야별교육, 보수교육을 실
시하여 권리구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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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지원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정은 양육자의 상시적인 돌봄 부담으로 인해 다른 가족원에게 가족기능이 제대

넷째, 경찰청과의 합동 인권워크숍을 개최하여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등 경찰공무원과

로 수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따른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찰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제고했다.

요구돼 왔고 장애아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다섯째, 피해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 안내서를 발행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배경에서 시작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가정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

에게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알림과 동시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리구제 업무를 홍

고, 부모 등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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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현재 전국 17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기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조 1항이 개정되

있으며 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사업수행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지원

면서, 2018년 9월부터 중앙센터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으며, 12월에 자격관리위원회 위촉을 진행하여 서비스 제공 영역 및 서비스 제공인력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성과로는 첫째, 전국 17개 수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

전문성을 강화해 가고 있다.

명회, 사업운영 간담회, 서비스 만족도 조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그동안의 성과로는 첫째, 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시기에 맞추어서 자격관리

사업의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사업운영 실태 진단 및 점검을 통해 사업지원 방안을

사업단 운영 및 제공인력 인증에 필요한 운영지침 및 고시 제정에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다.

관 관계자와 협력하여, 정책시행에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둘째, 제167호 「발달재활

둘째, 사업담당자의 업무 능률 및 향상을 위해 매년 수행기관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을 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제10조(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 구

시했다. 예로 사회사업의 가치를 배우는 ‘홍보로 사업하기’, ‘스트레스 해소 및 대처방안’

이해하기 쉬운 개인별지원계획

성 및 운영)에 따라 자격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촉식을 진행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등과 같이 실천의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의 업무스트레스 경감과 과업 실천에 실제적 도움

의 자격 인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셋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다양한 영역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셋째, 장애아 돌보미가 돌봄 활동계획 및 아동의 상황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수첩을 제작하

관련 개정되는 정책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향후 자격관리사업단의 향후 운영방향

여 돌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업무의 안정성에 기여했다. 넷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의 홍보업무에 기여하고, 해당 지역 장애아동 가족이 쉽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단이 구성됨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예비 제공인력의 제공 인력 인증 및 인증심의 진행

마련했다.

절차 관련 안내 내용의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를 진행했다. 다섯째, 발달재활서비스 제

넷째, 수행기관평가 및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본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공인력 및 예비제공인력의 문의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상담업무를 진행하여 혼란을 최소

알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사업 보고대회를 개최, 우

화했다.

수기관 및 우수종사자,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 본 사업의 성과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2019년 2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관리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본격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다.

적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인증업무가 가동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

본 사업은 향후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업운영의 체계성 확보

향상과 관련하여 제공영역, 인력, 내용 등에 있어 많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와 서비스의 질적인 내실화를 위한 서비스 질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해 나갈

된다.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질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 강화하기 위한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 업무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재활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전국 단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관리를 위한 절차 및

250

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251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제4편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개발원 주요 사업부 현황
및 비전

대외협력부
현황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우리나라 인천에서 열린 아·태지역 정부 간
고위급 회의(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the Final Review of the

국제기구
협력사업

유엔 에스캅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에스캅 회원국의 장애 분야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
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전략은 과거 아·태장애인 10년과는 다르게 실질적

Implementation of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 2003~2012)에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세부 목표 및 지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서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이 채택됐다. 인천전략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

신뢰가능한 데이터 생성과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엔 에스캅은 2014년부터 회원국의

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장애통계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엔 에스캅 본부를 방

이하 유엔 에스캅)가 주관하는 장애 분야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태장애인 10

문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2015년 개소한 접근성센터 운영을 지원

년의 일환으로, 1차(1993~2002, 중국)와 2차(2003~2012, 일본) 10년에 이어 한국이 주

하고 있으며, 인천전략워킹그룹 등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회의 등에 대한 예

도국이 됐다. 이후 한국 정부는 2013년 6월 28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인천전략이행기금

산지원 및 사업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운영사무국’으로 지정하여 인천전략의 국내·외적 이행을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전략이행기금운영사업(이하 인천전략기금사업)은 크게 국제기구협력사업, 국별협력
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민관협력사업, 인식개선사업 구분되며, 각 사업별로 다양한 영역
에서 인천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별
협력사업

개발원과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개발협력사업의 형태로,
협력국가의 개발협력수요를 기반으로 인천전략에 부합하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2015년 몽골 정부와 장애 분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0세에서 3세
영·유아 대상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말까지,
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몽골은 장애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툴을 개발하고, 의사, 간호사 및 장
애부모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연수(연 평균 1,500명)를 실시했다. 또한 라오스 장애인
지원사업은 2016년 라오스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2017, 2018년에는 수도 비엔티안에서 직
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진행됐다. 2018년도에는 사바나켓 주의
켄카바오 직업훈련원에서 버섯재배, 메기양식, 재봉 및 전자기기 수리 기술 훈련을 진행하
고 소규모 창업을 지원했으며, 2017, 2018년도에는 비엔티안 시티 주 팍능 지역 거주 장애
인을 대상으로 가축사육훈련과 재정관리훈련 실시 후, 가축을 지원하여 수익 창출을 도왔
다. 인도네시아 장애인지원사업도 라오스 장애인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직업재활을 통한 장
애인의 경제적 자립이 목적이다. 동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등은 전문가들
로부터 직업재활교육을 받고, 소규모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그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미얀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빵제과분야

제5차 인천전략 워킹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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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연수사업

개발원 주요 사업부 현황
및 비전

아·태지역 국가의 장애인 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과 장애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하는 사업이며, 2014년 인도·네팔·동티

민관
협력사업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인천전략 또한
모든 목표를 통해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원은 민간의 전문성

모르, 2015년 필리핀·인도네시아, 2016년 미얀마·스리랑카, 2017년 베트남·캄보디

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그들의 역량을 더욱 개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아, 2018년 방글라데시·부탄 등 11개국에서 약 100명을 국내에 초청했다. 약 2주일간의

추진 중에 있다. 실례로 개발원은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 분야 국제협력활성화를 위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들은 전문가 강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장애정책, 제도 및

한 장애인단체 등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등을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해 배우고 그를 통해 자국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액션플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전략국제

랜을 통해 구체화하게 된다.

협력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사무국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자의 목소리에 귀를

이 액션플랜은 해당국가의 장애정책 및 장애 분야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

기울이고 있다.  

정책, 관련 법 및 제도, 추진체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획으로, 개발원은 우수한
액션플랜을 선정하여 실제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기술지원을 하여
연수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식
개선사업 등

대외협력부에서는 인천전략기금 홈페이지 운영 및 뉴스레터 발행(월 2회)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개발원은 인천전략기금사업 외에도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장애
인권리협약(UNCRP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관련 국제회의 참석, 시민사회단체의 재정후원을 통한 아·태지역 장애
인 지원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과의 공동 기획을 통한 국외 장애인전문가 초청연수사업 등이 그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를 통해 제정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로,
2018년 말 전 세계 177개국이 동 협약을 비준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을 비준한 당
사국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며, 보장함을 확인하는 국제법으로 볼 수 있
다. 정부는 2008년 동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협약의 당사국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협약의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발원은 당사국으로서의 정부의 對유엔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6월 협약의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개발원은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국의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국제

아·태지역 장애전문가 역량강화 초청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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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부
현황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 예산을 지원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사
업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혁신 경영체계
고도화

개발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
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시스템 개선 및 조직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9년 고객서

은 총 4개의 국내 기관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필리핀, 라오스, 우간다 등 2개 대

비스헌장 제정 및 선포,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구축,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에 이어

륙, 11개 국가에서 8개 유형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09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이후 매년 실시), 성과연봉제 도입, 2011년 가족친화경영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의 무상원조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으로 1991년 설립

도입 및 2012년 가족친화 인증 획득(여성가족부), 2013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고용노

이후 정부차원의 연수생 초청사업, 전문인력 파견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등 다양한

동부), 2014년 주무부처 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출범 이후 꾸준히

형태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해온 경영혁신 성과를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장애를 범분야 이슈로 간주, 여성 및 아동과 함께 개발의 주요 목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익명 제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패방지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은 모든 형태의 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를 고려해야

및 조직 투명성 제고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부패 취약요인에 대한 자율적

한다. 개발원은 2015년 한국국제협력단과의 장애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활성화를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자료를 활용한 내부청렴 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또한

위한 기간 간 협약을 맺고,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가이드라인 편찬, 우즈베키스탄 장애정

사전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내·외 환

책역량강화 실시 한·싱 장애전문가 초청연수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지역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구광역시, 광주광역

개발원은 인천전략의 지속적인 이행과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사업 확대 시행을 통하여

시,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 4개 권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등 사업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아·태지역 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한국이 장애 분야 국제협력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개발원은 2013년 11월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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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개발원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련했다. 대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조직 혁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한편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를 통해 현재 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청렴한 문화, 윤리경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됐다. 이에 개발원에서는 조직개편을

있는 사업만족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상품품질·서비스전달품질 등 차원에 따른

통해 사회적가치팀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혁신 계획(2018.7.27.)과 인권경영 이행 계획

보완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16년 80.9점에서 2017년 81.1점으로

(2018.11.23.)을 수립하였으며, 인권경영지침(2018.12.24.)을 제정하고 외부통제시스템

0.2점 상승하여 전사적 개선 노력이 반영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국민

인 청렴 옴부즈만을 구성(2018.12.27.)하여 위촉보고를 실시했다.

에게 신뢰받는 개발원, 소통하는 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제출된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혁신 추진 계획을

내부적으로 고객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내부 직원들의 전화 응대수준을 평가하고 보

수립(2018. 12. 31.)하고 혁신추진 업무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혁신 추진을 위한 지원

완점을 발굴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 2018년 96.9점으로 전년

제도로 내부 성과평가제도에 혁신과제 반영, 직원 혁신활동 보상 등 혁신 추진 방식 및 혁

대비 2.8점 상승, 최고수준의 고객응대 서비스를 평가받았으며, 현 수준의 고객응대서비

신 업무 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스를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CS교육을 통하여 내부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를 신설(2018.6.12)함에 따라 개발원의 주요 사업의 법적근거

간 소통 및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개발원 전략과제인 고객

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책개발 연구,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

감동 실현을 이뤄낼 수 있는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인생산품우선구매, 편의증진, 국제협력 등 현재 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국장
애인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명시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 안전 대책 등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강화됐다.
향후에는 정부에서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인권경영 등을 전략 체계에 내재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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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
개선교육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2016년 6월 30일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고 개발원의 대외 이미지 제고,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19년 윤리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 운영할 계획이다. 윤리경영 추진 계획에는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 부패예방기능 강화,

서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각 급 학교 등으로 확대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구체적

내부견제시스템 운영,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등 4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국민에게 신뢰

인 내용, 교육 실시방법, 결과보고에 대한 의무가 명시됐다.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 경영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혁신 과제 발굴 체

이와 같은 법 개정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등 약 7만여 개소의

계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채널 개발(시

기관이 교육 의무기관이 되면서 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수요 등 교육 인프라 마련에

민 e-이사회)과 시민들의 오프라인 참여 채널 개발(시민협력단)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 접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근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원에서는 이를 위해 자체 사업 및 보건복지부 수탁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정보공개(연 12회) 및 알려드림e(연 12회),

를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알리오(분기별 및 수시), 정보공개(수시)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먼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했다. 교육을 수행함에

대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대국민 참여를 유도

있어 법에 담겨 있는 교육 내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의 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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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와 같은 콘텐츠 개발을 위해 개발원은 2017년

PPT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

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수강의안 공모전을 진행했다. 특히 우수 강의안을 현장에서 공

이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기관 중 가장 높은 비율(약70%)을 차지하는 대상이 유치

모한 것은 민간과 현장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

원·어린이집(7만여 개 중 약 5만 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

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우수한 강의안을 발굴, 보급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2018년에

인식개선교육 콘텐츠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영유아 대상 교육방법에 대한 가이

는 성인대상의 우수 강의안을 공모한 결과 세 차례 심사(예선·본선·최종)를 거쳐 최종

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개 작(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3개)을 선정했다. 수상작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개발된 강의시연 동영상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총 상금 3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하였으며, 질 높은 강의안의 배포를 위하여 현장 전

실적관리시스템, 주요 영유아 관련기관(한국보육진흥원 및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

문가의 감수·보완작업을 거쳐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총 19개 소에 배포하였으며, SNS를 통

리시스템에 6개의 수상작을 게시,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한 자료 공유 확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홍보를 실시했다.

2017년에도 개발원이 주관·진행하여 영유아 대상의 우수강의안을 발굴했다. 최우수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생애 특정 기간의 교육으로는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

과 우수상에 선정된 2개 강의안은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용 강의시연 동영상 2편(각 20

서 개발원은 유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교재 및

분 분량)으로 제작·보급했다. 강의시연 동영상은 유아교육 전문가인 우수 강의안 제출

프로그램(놀이·연극·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참여형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더욱 노력

교사가 전문가 감수를 거쳐 직접 시나리오를 수정·제작했고, 캐릭터 또는 3D그래픽과

할 계획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강사에 의한 교육뿐만 아니라 원격 강의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의 내용이 담긴 강의 콘텐츠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강사에 의한 직접 교육이 효과성 면에서 더 우수하겠지만 소속기관에
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 또는 소규모 신규입사자 등 개별 교육이 필
요할 경우에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마련도 중요하다. 이에 개발원은 보건
복지부와 개인, 기관, 지역사회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성인대상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
(1종, 60분 분량)했다. 본 콘텐츠의 전체적인 구성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시행령 제16
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을 토대로 1)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장애의
정의, 현황, 해외 동향 등)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인권의 개념, 법과 제도
등), 3)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장애 유형별 특성, 사회적 인식
해소, 에티켓 등) 4)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들(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기기), 5) 장
애인식개선 교육 안내(교육 대상, 내용, 보고 방법 등) 등 총 5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또한
2017년 보건복지부 수탁연구로 진행된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재개발 및 강사양성체계마
련 연구’의 표준교재 등을 기반으로 강의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장애인식개선교육 영상자료

260

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강의 내용에 대한 퀴즈, 보조기기센터 현장 답사 영상, 인식개선 드라마 등 다양한 요소를

261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제4편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개발원 주요 사업부 현황
및 비전

혁신, 신뢰, 상생, 소통의
한국장애인개발원 (비전)

포함했다. 해당 콘텐츠는 2019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및

2017년 3월,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

실적관리시스템을 포함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유튜브 등의 SNS을 통해 게시하여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제5차 계획은 “장

일반대중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는 비전 아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내용을 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적 의무 보고가 신설된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교육의 질적

함,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인 제고 노력과 함께 더불어 교육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초년도에는 이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러한 교육이행률 자체가 집계되지 않아 7만여 개의 기관 중 어느 수준으로 교육 이행이 되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하는 한편,

었는지 파악조차 어려웠으나 보건복지부와 개발원이 2017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 자립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이행률을 도출하고 각 기관에서 편리하게 실적보고를 할 수

착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한 권역별 ‘공공어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이란 의무대상기관들이 교육 이

린이 재활의료기관’ 설립,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내

행 실적을 보고할 수 있으며, 실적 보고 기능과 더불어 적절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용도 포함됐다.

검색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쉽게 교육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내·외부에서 개발된 양

이러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첫 시행 연도인 2018년 국내 장애계는 오랜 외침과

질의 교육 자료를 게시·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교육 안내, 문의 대응 등의 운

바람, 기다림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한 해였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

영을 통해 교육 이행 및 실적 보고를 독려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용자와 관리자의 사용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

성 개선, 웹접근성 갱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기능개선작업을

간, 가족허용 등에 대한 찬반논쟁, 1980년대 일어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실시한 바 있다.
2018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분석 결과 전체 7만여 개 기관 중 3만 2천여 개 46.3%
로 2017년도(49.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이행률 상위 기관은 초등학교
(68.7%), 특수학교(65.7%), 중학교(64.5%), 어린이집(49.9%) 순으로 높은 이행률을 보
였으며, 교육이행률 하위 기관은 지방자치단체(5.4%), 지방 공사 및 공단(11%), 대학교
(13%) 순으로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교육방법으로는 집합교육(강사초빙, 연수 등)이 원
격(사이버)교육보다 약 2배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9년에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부처별 이행률, 기관별 교육참여율 등 다양한 통계
자료 추출을 위한 기능개선, 서버증축 등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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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주요 사업부 현황
및 비전

검찰의 재조사 발표 등 사안에 따라 갈등과 진통도 겪었지만 권리주체로서의 장애인의 삶

이다. 조사결과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

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기도 했다.

로 활용된다.

이런 가운데 개발원 내부적으로도 더 큰 걸음을 위한 조직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새

한국장애인개발원 창립 30주년을 맞은 2019년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발전사의 큰 전환

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개

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6월부터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

정안이 통과되면서 장애인정책개발, 국제협력 등 개발원의 7가지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

록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실시와 아울러 7월부터는 장애등

가 마련됐다. 이로써 개발원은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존 사업

급제가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3월부터

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는 학교 졸업 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소외되었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기

스가 도입된다.

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 6월에는 개발원 최초의 혁신로드맵을 발표했다. 장애인정

88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후속기구로 1989년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설립당시 한국장

책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조직

애자복지체육회)은 장애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몇 번의 부침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장애

과 사업 전반에 대한 10대 혁신과제와 27개 실행과제로 구성된 혁신로드맵을 마련한 것

인복지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정책연구, 직업재활, 유니버설디자인환경구축, 장애아

이다. 더불어 각 사업별로 장애인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동 및 발달장애인지원, 장애분야국제협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안전대책강화 등은

사업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간 한해였다.

2018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발원이 부여받은 주요 미션이다.

중중장애인들을 위한 성공적인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는 카페 ‘I got everything’이 2016년

개발원은 2018년에 발표한 혁신로드맵을 기준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직 혁신을

10월 첫 선을 보인 후 2년여 만인 지난해 말 기준 36호점을 돌파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추진할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을 만들어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 받는 전문기관’으

장애인 근로자만 100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2018년에는 로레알코레아(20호점), 한

로 비상하기 위해, 현장과의 거리를 좁히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모든 사업을 기획하

국시세이도(28호점) CGV 광주첨단점(32호점) 등 그동안 공공영역에만 머물던 참여기관

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 민간기업까지 확대돼 그 전망을 더욱 밝게하고 있다.

먼저 정책연구 분야에서는 2019년에 모든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장애 관련 조사 및 통

또한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등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아·태지역 장

계구축 연구를 강화한다. 2018년에 시작한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 전반

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인천전략이행기금운영 사업을 포함한 국제협력사업 확대 등 각

에 대한 기초정보를 수집,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달려왔다.

수단, 장애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만성질환 등 장애인의 건강,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공무원, 영유아 등 대상별 교육 콘텐츠 개발, 전국 16개 지역발달장

원, 중도장애인 가족지원, 신장장애인 지원 등 그동안 간과되었던 좀 더 세밀한 영역의 연

애인지원센터 운영, 장애등급제폐지를 위한 준비사업 등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

구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 개편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둘째,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이를 통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특히 경제상황, 주거, 건강, 의료, 교육, 고용 등 일상부터 사회참여까지 삶 전반을 다양하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

게 살펴보는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27년까지 10년간 진행되는

13개소로 확대, 장애인노동자의 현장적응력을 도와 취업률을 높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

패널조사는 등록장애인 5,800명과 그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주기마다 추적 조사할 예정

고 있다. 2019년 총 20개 지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카페 ‘I got everything’의 민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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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적극 유도하여 장애인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커피를 즐기는 평범한 일상에서 장애
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상생의 모범이 될 것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

2019년
개발원 주요사업

변화, 혁신에 대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시대 성장중심의 정책이 가져 온 성과 뒤
엔 일부계층의 희생과 소외가 있었다. 소득이 늘고,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간과

한 노력도 계속된다. 생산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시설의 모니터

되었던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보장과 사회적 기회의 평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더불

링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교육, 판매 실적이 저조한 생산시설에 대한 마케팅

어 공정성을 해치는 관습과 풍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자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8년 6월, 창립 이후 최초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개발원 역시 변화하는 사회분위기

셋째,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이용하기 편리한 사회환

에 발맞춰 조직문화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조직문화 혁신은 개발원이 수행하는 각 사업의

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9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안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연구

추진방향과 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와 함께 ‘UD공감주간’ 운영, 공무원과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실시 등 유니버

‘혁신, 신뢰, 상생, 소통’ 4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변화의 물결 앞에 선 개발원의 2019년

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본다.

개발원은 2015년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전국 16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발달장애인을 위

1. 정책연구

한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권익옹호 및 권리구제사업 등을 수행하
고 있다. 2019년부터는 2018년에 발표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신설

2019 개발원 정책연구 방향은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

된 주요 서비스 중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운영지원’을 맡아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

는데 집중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장애인 삶의 변화를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

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는 조사·통계 연구가 강화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

2018년 개발원은 아·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

선정, 연구수행체계 구축 및 연구의 질을 향상시켜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집

엔 차원의 최초 보고서인 「장애포괄적 아·태지역사회 건설: 인천전략 상반기 이행 평가」

중할 예정이다.

(2017. 유엔 에스캅 발간,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국제협력단 공동번역)를 발간한 바 있

2019년 정책연구실에서는 ‘장애인삶 패널조사’ 등 모두 24건의 연구가 진행된다.(아래 연

다. 우리나라는 6억 9천만 아·태지역 장애인들의 권리실현을 위한 ‘인천전략’ 주도국이

구과제 목록 참조) 또한 장애인정책 관련 국내·외 최신 동향 파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다. 개발원은 인천전략기금운영사무국으로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천전략 하반기 이행에

장애인정책 동향분석지 코디슈(월간 KoDDISSUE E-letter 발행, 반년간 KoDDISSUE 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장애 분야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장애인 등으로 구성

간)와 학술지 「장애인복지 연구」 등  장애인정책 발전을 위한 온·오프라인 출판사업도 추

된 자원봉사단을 연내에 선발, 장애 분야 국제개발사업 현장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진한다. 이밖에도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 국내·외 학술교류대회, 연구의 윤리적·과학

이밖에도 장애인은 예상치 못한 지진,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점

적 타당성과 적법성을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에서 이룸센터는 2018년에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재난대응행동 매뉴얼을 개
발했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의 시설이용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2019 개발원 연구 과제 목록(안)

것이다.

· 2019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19.9.~’20.3.)
·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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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장애통계연보(’19.2.~12.)

2. 직업재활

·장애영향평가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19.1.~10.)
·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지방자치단체 연계방안 연구(’19.2.~6.)

안정적인 소득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개발원은  2007년부터 중증장

· 장애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19.2.~6.)

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사업체 내 현장에서 직업훈련을 실

· 장애인 사회서비스 수요자 발굴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수요자 욕구를

시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현장중심 직업훈련 사업’을 확대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현장

중심으로(’19.2.~6.)

적응력을 강화하여 취업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61개 중증장애인직업재활

·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계선지적기능아동의 지원방안 연구(’19.2.~11.)

지원사업 수행기관 중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 13개소를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로 지

· 장애유형별 근거기반 운동프로그램 개발(’19.1.~12.)

정하고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훈련수당 등을 지원한다.

· 장애분야에서의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19.6.~10.)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하고 있는 카페 ‘I

· 장애아동 조기발견 모델개발 연구(’19.2.~10.)

got everything’. 2018년 말 기준 전국 35개 지점에 총 120여 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 국내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건강행태 조사연구(’19.1.~12.)

올해에는 총 20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하고, 40여 명의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할 예정이다.

·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19.2.~11.)

신규 매장 설치장소는 연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 한국 장애출현율 산출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19.6.~1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평가

· 장애인 맞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일자리 탐색 연구(’19.6.~10.)

가 올해는 직업재활시설 70개소에 대해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경영 컨성팅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관련 법령 연구(’19.6.~10.)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행기관 종사자를 위한 수준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직

·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탈병원 연구(’19.2.~6.)

업재활 정책과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도 진행한다.  

· 중증·중도장애인 가족지원 방안-척수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19.2.~6.)

정부의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지속된다. 2019년도에는 청년장애인을 위한 일자

· 신장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19.6.~10.)

리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청년장애인들의 기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을 높이

· 장애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19.2.~6.)

기 위해 장애청년 및 대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욕구조사를 통한 신규 직무 발굴에도 힘쓸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 연구(’19.3.~10.)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자리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안전한 일터 분위기 조성을 위한

· 국제 장애인권리법-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적 분석(’19.1.~6.)

안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일자리 참여자를 위한 직무능력 개발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19.6.~10.)
· 2019 장애인백서(’19.3.~12.)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일상적인 소비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까?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이하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수행기관인 개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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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580여 개 생산시설에 대

편의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모델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개발원은 우리나라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경영컨설팅,

개 기관 중 가장 많은 인증건수를 자랑한다. 이러한 실적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마케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생산시설로서 지정요건 미준수, 중증장애

인증 신청 전 인증획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BF인증 사전검토’라는 차별화된

인생산품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생산시설 지정취

서비스 제공과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인력, 높은 장애감수성 등에 기반하고 있다.

소 절차까지 밟는다.

2019년 개발원은 신규 인증과 더불어 인증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건물이 재인증을 받을

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우선구매 의무구매율(연간 구매액의 총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증 취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

1% 이상) 미준수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마케팅을 실시하고, 각 기관에 적합

정이다. 더불어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 개편 등 홍보활동

한 품목 추천 등 구매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공공기관에 구매편의를 제공하여 우선구

도 지속한다.

매율을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계약대행 서비스도 지속한다. 이와 더불어 중증장
애인생산품 쇼핑몰 ‘꿈드래’와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중중장애인생산품

5.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정책지원단 운영, 해외 사례조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등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2019년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3년째 맞는 해이다. 개
발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 전

4. 유니버설디자인(UD) 환경개선

체는 17개 센터) 2019년부터는 각 지역센터의 기능이 강화된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권리구제, 권익옹호 등의 기존 사업에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가 추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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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역에서의 접근성은 이용자의 인권과 연관된다. 시설물이든 정보든 접근성이 떨어

는 것이다. 개발원은 각 지역센터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행정 및 운영지원, 실무자교육,

져 필요한 시설(서비스)을 이용하지 못해 기회를 잃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접근성의 문제

각종 매뉴얼 등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를 넘어 그 사람의 인권까지 침해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또한 발달장애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시스템 운영,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이용하기 편리한 사회환경을 만드는 일에 나선 이유다.

한 상담 및 교육, 관련 정책과 제도 홍보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 내 가용

2019년 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는 그간의 사업추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UD공감주

자원을 극대화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에도

간’ 운영 등 UD환경에 대한 인식 확산을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UD공감주간’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사

은 서울시, 경기도 등 UD환경에 관심 있는 지자체와 공동개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기

업도 진행한다.

간 중에는 UD 관련 국제세미나, 전시회, 컨퍼런스, 콘테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

발달재활서비스 품질관리에도 나선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인증, 자격관리위원회

정이다.

운영, 민원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

2019년에도 UD환경개선을 위한 담당공무원과 건축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

이다.

문·실무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은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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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주요 사업부 현황
및 비전

공하기 위한 후견심판청구 지원도 계속된다. 지자체 및 공공후견법인, 민간단체 등과 협

7. 국제협력

조하여 공공후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및 후견 후보자를 발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후견 수요 욕구에 대한 변화 파악 등을 위해 후견사례

6억 9천여 만 명에 이르는 아·태지역 장애인들의 권리실천을 위한 제3차 아·태장애인

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10년(2013~2022) 행동계획인 ‘인천전략’ 하반기 이행이 본격화된다. 인천전략 사무국인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사업도 계속된다.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발달장애인 피해자·

유엔 에스캅은 지난 2017년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전략 중간평가회의를 갖고 각 회원국들

피의자에 대한 현장조사, 형사사법절차지원 등 권리구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에게 하반기 이행 로드맵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인천전략 하

정비에도 힘써 권리구제 사업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반기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연구를 개발원과 함께 실시했으며, 상반기 중 로드맵을 완
료할 예정이다.

6.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등급제폐지

‘인천전략이행기금운영사무국’을 맡고 있는 개발원은 2019년에도 기금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기구협력, 국별협력, 민관협력, 초청연수사업 등을 실시한다.

2015년 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어린이

먼저 유엔 에스캅과 함께 아·태지역 개도국 통계구축지원을 위한 제2기(2019~2022) 사

집,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은 연 1회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실

업을 추진한다. 제2기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국가 장애데이터 컨설팅 지원, 장애정책 및

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원은 법 시행 첫 해인 2016

시범사업에 관한 기술자문 서비스 등이 예정돼있다.

년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 교육관리시스템개발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국별협력사업으로는 몽골과 라오스 장애인 지원사업이 2018년 종료됨에 따라 2019년에

공무원 등 성인 교육용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안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는 미얀마장애인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미얀마 장애인 지원사업은 장애인 50명을

있다.

대상으로 제과제빵기술직업훈련과 이해관계자 대상 인식개선 워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2019년에는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도록 동영상 등 시청각자료로 구성된 교육콘텐츠를

또한 2018년에 이어 3차년도 인도네시아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이 연중 진행될 예

개발할 예정이다. 장애인식개선의무교육 대상 중 영·유아(어린이집) 관련 기관은 전국에

정이다.

약 4만 9천여 개소에 달한다. 또한 약 7천여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양성 시범사업을

장애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확대할 예

실시, 2018년 49%에 머물렀던 장애인식개선교육율을 2019년에는 76%까지 끌어올릴 예

정이며, 개도국 공무원과 장애인 당사자를 초청하는 정책연수사업은 9월 중 실시한다. 이

정이다.

밖에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등 장애 분야 국제적 이슈에 대해 정부를 지원하

2019년 하반기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제도개편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

고 있다.

원사업도 추진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게 되는 각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민관협의체 위원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
육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를 권역으로 구분, 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전문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제도개편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지침 및
교육매뉴얼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연간 정책보고서 등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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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역대 회장 및 원장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제1대~제3대 회장

제4대~제6대 회장

초대 원장

2대 원장

김석원

이건희

이용흥

변용찬

1989. 4. 28.~1998. 5. 14.

1998. 5. 15.~2006. 1. 18.

2008. 9. 1.~2011. 8. 31.

2011. 9. 1.~2015. 8. 31.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제7대 회장

3대 원장

4대 원장

차흥봉

황화성

최경숙

2006. 2. 2.~2008. 8. 3

2015. 9. 1.~2017. 12. 5.

2018. 4. 17.~2019. 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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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사회 명단

성명

(※취임일자순, 재임당시 직책)

직책 및 재임기간

성명

직책 및 재임기간

성명

직책 및 재임기간

성명

직책 및 재임기간

이호종

대한체육회 사무총장(1989.04 ~ 1990.03)

윤석용

대한사회복지개발원 원장(1995.04~2007.12)

김수경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2003.09 ~ 2007.11)

권인희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2008.04 ~ 2010.04)

김상현

보건사회부 사회국장(1989.04 ~ 1990.03)

김행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1996.12 ~ 1997.11)

최태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2004.12 ~ 2005.04)

박영식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2008.04 ~ 2010.04)

정은배

한국소아마비협회 상임이사(1989.04 ~ 1992.03)

강윤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1997.12 ~ 1998.03)

장기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2004.12 ~ 2005.07)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2008.04 ~ 2012.02)

최종상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1989.04 ~ 1992.03)

김태섭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1998.04 ~ 1999.01)

박용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이사(2004.12 ~ 2007.12)

김정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사(2009.08 ~ 2012.09)

안용팔

카톨릭의대 교수(1989.04 ~ 1992.03)

강문석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무이사(1998.05 ~ 2000.05)

주신기

한국농아인협회 회장(2004.12 ~ 2006.01)

채종걸

한국장애인연맹 회장(2009.03 ~ 2015.04)

김용준

대법원 대법관(1989.04 ~ 1995.03)

박승명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1998.05 ~ 2001.04)

노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2006.01 ~ 2007.05)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2009.03 ~ 2015.04)

김현자

전 국회의원(1989.04 ~ 1995.03)

안세준

한국농아인협회 회장(1998.05 ~ 2001.04)

강달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2006.02 ~ 2008.04)

최동익

제19대 국회의원(2010.04 ~ 2012.09)

신용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무총장(1989.04 ~ 1995.03)

성상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무이사(1998.05 ~ 2004.06)

전봉윤

한국사회봉사회 회장(2006.02 ~ 2009.02)

차병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임이사(2010.04 ~ 2012.04)

조일묵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부회장(1989.04 ~ 1995.04)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회장(1998.05 ~ 2004.06)

이상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2007.05 ~ 2008.02)

변경희

삼육재활센터 감사(2011.05 ~ 2016.04)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회장(1989.04 ~ 1998.04)

한용외

삼성복지재단 사장(1998.05 ~ 2000.05, 2004.02 ~ 2005.09)

이동욱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2008.03 ~ 2008.12)

장영자

포항시 약사회 부회장(2011.05 ~ 2015.04)

이성대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자문위원(1989.04 ~ 1998.04)

황연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부회장(1998.06 ~ 2005.07)

이용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2008.09 ~ 2011.08)

이규윤

마산시 부시장(2011.05 ~ 2015.04)

이정숙

서울장애인올림픽조직위 자원봉사단장(1989.04 ~ 1998.04)

박창일

연세의료원 병원장(1998.05 ~ 2007.06)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2011.11 ~ 2015.08)

김형식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2011.05 ~ 2013.05)

김승국

단국대학교 교수(1989.04 ~ 1998.04)

배순학

한국체육박물관 관장(1998.05 ~ 2007.06)

황화성

충남 시각장애인연합회장(2015.09 ~ 2018.08)

권순기

대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2012.03 ~ 2014.03)

민정애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회장(1989.04 ~ 1998.04)

박승명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1998.05 ~ 2001.04)

고경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2008.12 ~ 2010.10)

류종춘

신성양행 설립(2012.09 ~ 2015.04)

홍양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1989.04 ~ 1998.04)

배연창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회장(1998.04 ~ 2001.04, 2008.04 ~ 2009.01)

최영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2010.10 ~ 2012.03)

조성재

대구대 점자도서관 관장(2012.09 ~ 2015.04)

김석원

쌍용양회 회장(1989.04 ~ 1998.05)

강문석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무이사(1998.05 ~ 1999.04)

송재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2012.03 ~ 2013.02)

유영학

정몽구재단 이사장(2012.09 ~ 2017.06)

차흥봉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회장(2006. 2.~2008. 8)

김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1999.01 ~ 1999.11)

윤현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2013.02 ~ 2014.11)

최영범

문화일보 편집국장(2014.01 ~ 2016.01)

조성모

강남대학교 인문대학장(1989.04 ~ 2001.04)

김성일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1999.12 ~ 2002.08)

최종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2014.11 ~ 2015.08)

공마리아

정광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2000.06 ~ 2003.05)

양성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2015.08 ~ 2016.02)

김정명

(사)힘찬장애인복지회 감사(2015.04 ~ 2017.04)

삼성문화재단 전무이사(2000.06 ~ 2004.03)

전병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2016.02 ~ 2016.12)

김주현

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2015.04 ~ 2017.04)

김완

송영욱(감사)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1989.04 ~ 2007.04)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2015.04 ~ 2017.04)

최선정

보건사회부 사회국장(1990.03 ~ 1992.03)

박연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1992.03 ~ 1993.10)

장명수

한국일보사 이사(2000.06 ~ 2008.04)

조남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2016.12 ~ 2018.08)

이성재

국립재활원장(2015.04 ~ 2017.04)

이종택

대한체육회 사무총장(1992.04 ~ 1993.02)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2001.07 ~ 2004.06)

이청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2008.04 ~ 2011.04)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중앙회장(2015.05 ~ 2017.04)

송항섭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1993.10 ~ 1994.11)

표재순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2001.07 ~ 2004.06)

박윤서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2008.04 ~ 2011.04)

노익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2015.09 ~ 2017.09)

김희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1994.12 ~ 1995.10)

조남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장(2001.07 ~ 2004.06)

성제경

경남 장애인신문 고문(2008.04 ~ 2011.04)

이해긍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2015.09 ~ 2016.12)

송재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1995.10 ~ 1996.11)

김용준

법무법인 율촌 고문(2001.07 ~ 2007.06)

김종인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2008.04 ~ 2011.04)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2016.06 ~ 2018.06)

윤흥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사무총장(1989.05 ~ 1998.04)

이흥주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본부장(2001.07 ~ 2007.06)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장(2008.04 ~ 2010.04, 2014.01 ~ 2016.01)

차병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임이사(2005.04 ~ 2010.04)

최병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이사(1995.04 ~ 2001.04)

송순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2002.08 ~ 2005.08)

배연창

수원농아학교 교사(2008.04 ~ 2009.01)

양치수

삼경회계법인 고문(2010.04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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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직 변화

(주요 연도별 조직도)

원장

2008년 9월

6팀
2센터

1실
3부
3센터

경영본부장

기
획
홍
보
팀

총
무
재
무
팀

정
책
연
구
팀

편
의
증
진
팀

복
지
사
업
팀

직
업
개
발
팀

체
육
센
터

1실
5팀
2센터

경영본부장
정책연구실

전
략
기
획
부

이
룸
센
터

원장

2008년 10월

원장

2010년 3월

경
영
지
원
부

편
의
증
진
부

체
육
센
터

이
룸
센
터

원장

2014년 1월

1실
6부
1센터

경영본부장

직
업
재
활
종
합
센
터

경영본부장

정책연구실
기
획
홍
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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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재
무
팀

편
의
증
진
팀

복
지
사
업
팀

직
업
개
발
팀

체
육
센
터

이
룸
센
터

정
책
연
구
실

전
략
기
획
부

경
영
지
원
부

직
업
재
활
부

정
책
개
발
연
구
부

권
익
증
진
연
구
부

편
의
증
진
연
구
부

이
룸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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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2014년

1실
7부

2본부
1실
7부
1센터

경영본부장

정책연구실

전
략
기
획
부

경
영
지
원
부

직
업
재
활
부

직
업
재
활
부

편
의
증
진
부

이
룸
센
터
관
리
부

미
래
전
략
부

경
영
지
원
부

사업본부

이
룸
센
터
관
리
부

대
외
협
력
부

직
업
재
활
부

정
책
개
발
연
구
부

중앙
장애아동
·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부

정
책
연
구
실

원장

2017년

중앙
장애아동
·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자
립
지
원
부

지역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정책연구실

경
영
지
원
부

경영본부

권
익
증
진
연
구
부

경영본부장

전
략
기
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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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개
발
연
구
부

원장

1실
7부
1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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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룸
센
터
관
리
부

편
의
증
진
부

2015년

원장

2016년

권
익
증
진
연
구
부

2본부
1실
7부
1중앙센터
4지부

경영본부

미
래
전
략
부

경
영
지
원
부

대
외
협
력
부

사업본부

이
룸
센
터
관
리
부

직
업
재
활
부

우
선
구
매
지
원
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부

중앙
장애아동
·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대
구
광
역
시
지
부

광
주
광
역
시
지
부

강
원
도
지
부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지
부

정
책
연
구
실

지역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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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서별 단체사진

(2019년 3월 기준)

경영지원부
원장

2018년
경영본부

미
래
전
략
부

대
외
협
력
부

이
룸
센
터
관
리
부

직
업
재
활
부

우
선
구
매
지
원
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부

대
구
광
역
시
지
부

광
주
광
역
시
지
부

강
원
도
지
부

정
책
연
구
실

중앙
장애아동
·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라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청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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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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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지
원
부

사업본부
세종특별자치시지부

2본부
1실
7부
1중앙센터
16지역센터
4지부

대외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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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부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우선구매지원부

이룸센터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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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직업재활부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원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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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지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광주광역시지부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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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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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청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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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라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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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현직직원 명단

(임용일 순)

전직직원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98

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조일묵

경영지원부(1989. 4. 30. ~1995. 4. 27.)

김국성

사업2과(1989. 7. 18. ~1990. 11. 7.)

윤흥로

경영지원부(1989. 5. 1. ~2000. 3. 21.)

장일국

총무과(1989. 7. 18. ~1992. 4. 6.)

정호용

연구개발실(1989. 5. 1.~1993. 12. 31.)

이향화

총괄사업과(1989. 7. 18. ~1990. 12. 14.)

김창진

체육진흥부(1989. 5. 1.~1997. 6. 30.)

신상규

특수사업과(1989. 7. 18. ~1991. 1. 8.)

신창현

서울곰두리체육센터(1989. 5. 1.~1999. 12. 31.)

이대만

총괄사업과(1989. 7. 18. ~1991. 11. 10.)

양동일

사업과(1989. 5. 1.~1991. 6. 30.)

박상미

총무과(1989. 7. 18. ~1991. 9. 5.)

홍종수

사업과(1989. 5. 1.~1997. 6. 30.)

김광식

장애서비스판정센터(1989. 7. 18. ~2009. 1. 31.)

박을종

연구개발실(1989. 5. 1. ~1998. 2. 10.)

김철호

직업개발팀(1989. 7. 18. ~2009. 1. 31.)

김종운

FESPIC 조직위원회(1989. 5. 1. ~1999. 12. 15.)

조영길

연구개발실(1989. 7. 18. ~2000. 2. 21.)

김경하

문예진흥부(1989. 5. 1. ~1999. 12. 15.)

김정훈

수련원건립본부(1989. 7. 18. ~2005. 10. 31.)

이성수

체육진흥부 생활체육과(1989. 5. 1. ~1993. 4. 26.)

김창범

복지사업팀(1989. 7. 18. ~2009. 1. 31.)

조선지

총무과(1989. 5. 1. ~1992. 12. 5.)

장세윤

총무과(1989. 7. 20. ~1999. 12. 15.)

박찬형

문예진흥부 홍보출판과(1989. 5. 1. ~1997. 6. 30.)

조승희

곰두리체육센터(1989. 7. 18. ~2011. 2. 28.)

장봉업

서울곰두리체육센터(1989. 5. 1. ~1999. 12. 15.)

권덕희

기획부 기획과(1990. 7. 1. ~1998. 6. 9.)

안이문

전략기획부(1989. 5. 1. ~2009. 1. 31.)

한동규

총무과(1992. 3. 9. ~1994. 12. 15.)

임창규

경영지원부(1989. 5. 1. ~2006. 4. 5.)

최선희

총무과(1992. 3. 9. ~1999. 4. 6.)

한민규

경영지원부(1989. 5. 1. ~2003. 4. 1.)

백병수

이룸센터(1992. 3. 9. ~2012. 3. 15.)

최원현

경영본부(1989. 5. 1. ~2005. 10. 31.)

공헌구

경기운영부(1992. 3. 9. ~2005. 10. 31.)

황근익

복지사업팀(1989. 5. 1. ~2009. 1. 31.)

최윤희

총무과(1992. 11. 12. ~1994. 6. 7.)

신성철

곰두리체육센터(1989. 5. 1. ~2007. 6. 29.)

조소영

총무과(1993. 3. 15. ~1994. 10. 13.)

박필동

이룸센터(1989. 5. 1. ~2007. 6. 29.)

김한구

복지사업팀(1993. 5. 1. ~2009. 2. 11.)

강신창

기금사업부(1989. 5. 1. ~2006. 4. 5.)

이춘일

기획부(1994. 3. 2. ~2005. 10. 31.)

이승한

기획부(1989. 5. 1. ~2005. 10. 31.)

김래수

이룸센터(1994. 3. 2. ~2008. 3. 14.)

이병영

스포츠센터건립추진본부(1989. 6. 2. ~1993. 6. 30.)

서영일

체육진흥부 경기운영과(1995. 1. 3. ~1996. 8. 30.)

김택수

곰두리체육센터(1989. 6. 19. ~2011. 2. 28.)

손봉일

체육진흥부(1995. 1. 3. ~1999. 10. 25.)

김경애

체육진흥부(1989. 7. 1. ~2006. 4. 5.)

박희운

서울곰두리체육센터(1995. 1. 3. ~1999. 7. 5.)

정혜숙

사업2과(1989. 7. 1. ~1991. 6. 6.)

김일균

총무과(1995. 1. 3. ~1996. 8. 30.)

김성자

총무과(1989. 7. 1. ~1996. 10. 10.)

이홍재

체육진흥부(1995. 1. 3. ~2005. 10. 31.)

김현희

기획부(1989. 7. 1. ~2002. 9. 5.)

박승재

경기운영부(1995. 1. 3. ~2005. 10. 31.)

이완우

연구개발팀(1989. 7. 1. ~2003. 6. 30.)

박재진

경기운영부(1996. 11. 1. ~2005. 10. 31.)

이원석

문예진흥부 문화행사과(1989. 7. 18. ~1997. 10. 30.)

권용일

용산종합사회복지관(1997. 1. 1. ~199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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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권오형

정책연구실(1997. 12. 1. ~2009. 4. 15.)

최수진

복지홍보팀(2008. 5. 20. ~2010. 5. 19.)

오기영

직업재활팀(2010. 5. 1. ~2010. 11. 30.)

정찬현

총무팀(2013. 4. 1. ~2013. 12. 8.)

전선주

기획부(1997. 12. 1. ~2005. 10. 31.)

윤충진

직업개발팀(2008. 6. 2. ~2009. 9. 30.)

윤태광

편의증진부(2010. 5. 10. ~2012. 3. 5.)

최성일

정책개발연구부(2013. 5. 1. ~2014. 2. 28.)

윤용구

미래전략부(1998. 1. 5. ~2019. 2. 7.)

문용준

미래전략팀(2008. 6. 11. ~2018. 12. 7.)

김정은

복지홍보팀(2010. 6. 1. ~2013. 11. 30.)

우승완

미래전략팀(2013. 6. 20. ~2016. 11. 8.)

황연대

경영지원부(1998. 6. 18. ~2005. 7. 4.)

조영길

정책연구팀(2008. 7. 1. ~2009. 3. 9.)

김용현

전략기획부(2010. 7. 1. ~2013. 7. 16.)

김승완

자립지원팀(2013. 7. 17. ~2016. 8. 18.)

김성식

복지홍보팀(1999. 8. 1. ~2011. 5. 3.)

최복천

정책연구팀(2008. 7. 1. ~2009. 4. 10.)

강민희

정책연구실(2010. 9. 20. ~2012. 2. 3.)

조신범

우선구매심사팀(2013. 9. 1. ~2018. 12. 7.)

박남필

체육진흥본부(1999. 10. 20. ~2005. 10. 31.)

신현욱

정책연구팀(2008. 7. 1. ~2009. 2. 28.)

김민철

전략기획부(2010. 11. 5. ~2012. 5. 2.)

나영희

정책연구실(2013. 10. 16. ~2015. 10. 15.)

이현옥

기획부(2000. 3. 2. ~2005. 10. 31.)

최대환

직업재활팀(2008. 7. 1. ~2013. 7. 1.)

김선겸

이룸센터(2010. 11. 5. ~2011. 12. 31.)

이광원

사업본부(2013. 10. 16. ~2018. 1. 3.)

박종현

경기운영부(2000. 3. 2. ~2005. 10. 31.)

박춘우

경영본부장(2008. 10. 16. ~2013. 10. 15.)

박은혜

정책개발연구부(2011. 7. 1. ~2013. 4. 5.)

양세민

대외협력부(2013. 12. 23. ~2019. 3. 6.)

조창옥

체육진흥부(2000. 3. 2. ~2005. 10. 31.)

이경란

총무팀(2008. 10. 23. ~2014. 7. 2.)

박용민

일자리개발팀(2011. 8. 1. ~2013. 1. 4.)

이겨레

직업재활팀(2014. 1. 2. ~2015. 11. 30.)

김동준

기획부(2000. 3. 2. ~2003. 7. 2.)

임종혁

일자리개발팀(2009. 1. 2. ~2014. 1. 1.)

황주희

권익증진연구부(2011. 11. 21. ~2012. 12. 9.)

이민지

편의증진부(2014. 3. 17. ~2014. 7. 31.)

이기하

사무총장(2000. 4. 24. ~2003. 4. 23.)

손인봉

정책연구팀(2009. 1. 2. ~2010. 4. 30.)

이윤경

우선구매지원팀(2011. 11. 21. ~2015. 4. 3.)

노문영

권익옹호팀(2014. 3. 17. ~2019. 2. 12.)

홍문식

복지진흥부(2000. 8. 1. ~2004. 4. 30.)

박효정

인사총무팀(2009. 2. 1. ~2016. 10. 4.)

양지희

일자리개발팀(2011. 11. 21. ~2014. 5. 13.)

한정석

정책개발연구부(2014. 3. 17. ~2015. 3. 16.)

김태수

총무과(2002. 5. 3. ~2002. 11. 9.)

이용복

정책연구실(2009. 3. 1. ~2012. 2. 29.)

김성진

우선구매심사팀(2011. 11. 21. ~2019. 3. 5.)

김남훈

회계팀(2014. 3. 17. ~2015. 3. 16.)

주창림

수련원건립본부장(2003. 7. 1. ~2006. 2. 10.)

김아름

직업재활팀(2009. 3. 1. ~2010. 1. 18.)

이혜정

이룸센터(2011. 12. 1. ~2013. 5. 3.)

신동균

대외협력부(2014. 3. 17. ~2016. 12. 31.)

박종철

경기운영부(2003. 7. 1. ~2005. 10. 31.)

박광옥

일자리개발팀(2009. 3. 18. ~2014. 4. 11.)

이원석

전략기획부(2011. 12. 26. ~2013. 5. 3.)

김혜영

우선구매지원팀(2014. 3. 17. ~2016. 2. 29.)

김지남

체육진흥부(2003. 7. 1. ~2005. 10. 31.)

구희경

직업재활지원팀(2009. 4. 1. ~2010. 3. 31.)

남상우

기획예산팀(2012. 2. 1. ~2015. 11. 4.)

심재우

전산팀(2014. 3. 17. ~2016. 3. 16.)

권승길

기획예산팀(2003. 11. 1. ~2013. 11. 3.)

권성진

자립지원팀(2009. 4. 9. ~2012. 7. 3.)

전동일

자립지원팀(2012. 3. 2. ~2015. 3. 30.)

이기학

직업재활팀(2014. 4. 14. ~2015. 8. 21.)

장광석

경영지원부(2004. 6. 25. ~2006. 9. 11.)

오현정

보조기구인프라구축TF팀(2009. 4. 9. ~2010. 1. 31.)

문승억

기획예산팀(2012. 3. 19. ~2015. 12. 4.)

이현재

총무팀(2014. 6. 11. ~2014. 6. 20.)

이현아

회계팀(2004. 8. 20. ~2014. 5. 9.)

박선희

보조기구인프라구축TF팀(2009. 4. 9. ~2010. 1. 31.)

이미영

직업재활팀(2012. 3. 19. ~2016. 4. 5.)

나윤성

직업재활팀(2014. 8. 18. ~2014. 8. 19.)

김정열

사무총장(2006. 3. 13. ~2008. 9. 16.)

홍성대

정책연구실(2009. 4. 13. ~2010. 2. 19.)

김상희

직업재활팀(2012. 3. 19. ~2014. 3. 18.)

윤대현

미래전략팀(2014. 8. 18. ~2016. 12. 23.)

이규일

편의증진연구부(2006. 7. 1. ~2012. 3. 7.)

박선권

정책연구실(2009. 5. 22. ~2010. 2. 12.)

황세은

직업재활팀(2012. 5. 7. ~2014. 5. 6.)

박선홍

우선구매지원팀(2014. 10. 1. ~2015. 12. 31.)

박주영

정책개발연구부(2006. 7. 1. ~2015. 2. 28.)

이지혜

일자리개발팀(2009. 8. 1. ~2012. 1. 31.)

백정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2. 7. 12. ~2016. 12. 6.)

송승지

편의증진부(2014. 10. 1. ~2015. 3. 6.)

김영미

직업재활지원팀(2006. 7. 1. ~2012. 1. 5.)

이미정

정책연구실(2009. 8. 24. ~2011. 6. 19.)

김수현

직업재활팀(2012. 8. 27. ~2017. 5. 5.)

전지혜

자립지원팀(2014. 11. 3. ~2015. 7. 31.)

김지윤

전략기획팀(2006. 7. 1. ~2010. 12. 3.)

박효정

직업재활부(2009. 9. 1. ~2012. 1. 31.)

김진우

우선구매심사팀(2012. 9. 1. ~2016. 3. 7.)

노석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5. 1. 14. ~2015. 12. 31.)

이자영

장애판정서비스센터(2007. 1. 19. ~2008. 11. 17.)

황태봉

일자리개발팀(2009. 10. 27. ~2011. 10. 26.)

이초희

사업평가팀(2012. 9. 5. ~2016. 2. 17.)

이은정

권익옹호팀(2015. 2. 2. ~2016. 2. 29.)

심석순

정책연구실(2007. 1. 25. ~2009. 4. 15.)

강민정

일자리개발팀(2010. 2. 22. ~2011. 9. 14.)

이복실

정책개발연구부(2012. 9. 24. ~2014. 8. 22.)

고원영

권익옹호팀(2015. 2. 2. ~2016. 5. 20.)

배지훈

인사총무팀(2007. 2. 9. ~2019. 2. 7.)

김희술

일자리개발팀(2010. 2. 22. ~2015. 7. 3.)

신숙경

정책개발연구부(2012. 9. 24. ~2013. 2. 28.)

추성림

미래전략팀(2015. 2. 2. ~2018. 5. 7.)

남세현

자립지원팀(2007. 2. 26. ~2013. 2. 28.)

이상혁

직업재활팀(2010. 2. 22. ~2014. 3. 7.)

최복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2. 11. 19. ~2014. 12. 31.)

유현주

우선구매지원팀(2015. 3. 2. ~2015. 11. 6.)

장선아

정책연구실(2007. 4. 1. ~2009. 6. 5.)

이수명

일자리개발팀(2010. 2. 22. ~2012. 2. 21.)

유경희

이룸센터(2013. 1. 1. ~2013. 12. 31.)

도유미

사업평가팀(2015. 3. 2. ~2016. 3. 1.)

권영숙

BF인증팀(2007. 5. 1. ~2016. 12. 7.)

신정균

직업재활팀(2010. 3. 16. ~2011. 10. 31.)

주명희

대외협력부(2013. 1. 14. ~2018. 12. 5.)

김동영

UD환경팀(2015. 3. 2. ~2018. 9. 5.)

김기진

일자리지원팀(2007. 7. 1. ~2011. 10. 14.)

최현정

직업재활팀(2010. 3. 16. ~2012. 2. 24.)

최원석

우선구매지원팀(2013. 2. 1. ~2015. 3. 6.)

고아라

연구2팀(2015. 3. 2. ~2017. 8. 31.)

김주영

직업재활팀(2008. 2. 1. ~2009. 3. 8.)

최승철

권익증진연구부(2010. 4. 1. ~2015. 6. 30.)

박훈태

우선구매지원팀(2013. 2. 25. ~2015. 2. 24.)

이승환

판로지원팀(2015. 3. 23. ~2017. 8. 11.)

이성민

직업재활지원팀(2008. 2. 1. ~2010. 8. 31.)

고병옥

직업재활팀(2010. 4. 26. ~2012. 4. 26.)

장지용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3. 2. 27. ~2015. 2. 26.)

장동신

회계팀(2015. 4. 1.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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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김민경

대외협력부(2015. 4. 1. ~2017. 2. 27.)

박서정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6. 1. ~2018. 5. 31.)

노예림

울산개인별지원팀(2016. 11. 7. ~2017. 12. 31.)

김동진

서울개인별지원팀(2017. 1. 2. ~2017. 9. 15.)

박주은

권익옹호팀(2015. 4. 1. ~2018. 9. 30.)

손영수

부산개인별지원팀(2016. 6. 1. ~2018. 5. 31.)

차지훈

울산개인별지원팀(2016. 11. 7. ~2018. 12. 31.)

고영진

전남권익옹호팀(2017. 1. 2. ~2018. 1. 1.)

정기영

일자리개발팀(2015. 5. 7. ~2015. 7. 31.)

이신혜

대외협력부(2016. 6. 27. ~2016. 6. 27.)

노석원

경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11. 10. ~2018. 11. 9.)

윤영지

충남개인별지원팀(2017. 1. 2. ~2017. 1. 10.)

김연지

직업재활팀(2015. 6. 1. ~2015. 9. 30.)

김보희

UD환경팀(2016. 7. 1. ~2019. 1. 4.)

홍은경

서울개인별지원팀(2016. 11. 14. ~2017. 11. 13.)

박혜은

미래전략팀(2017. 3. 2. ~2018. 9. 13.)

황지혜

우선구매지원팀(2015. 6. 15. ~2015. 11. 20.)

백선희

대외협력부(2016. 7. 11. ~2016. 7. 11.)

박다빈

서울개인별지원팀(2016. 11. 14. ~2017. 11. 13.)

신정란

미래전략팀(2017. 3. 2. ~2018. 10. 5.)

박수연

일자리개발팀(2015. 8. 10. ~2015. 8. 13.)

김동현

인사총무팀(2016. 7. 18. ~2016. 10. 21.)

유형진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11. 14. ~2017. 12. 31.)

장석준

장애등급제개편지원TFT(2017. 3. 2. ~2017. 12. 31.)

김연지

대외협력부(2015. 10. 1. ~2018. 6. 29.)

이다원

경남권익옹호팀(2016. 7. 18. ~2018. 1. 31.)

임혜연

인천권익옹호팀(2016. 11. 14. ~2017. 1. 31.)

권하님

장애등급제개편지원TFT(2017. 3. 2. ~2017. 12. 31.)

박현아

직업재활팀(2015. 10. 5. ~2017. 3. 16.)

변현석

미래전략팀(2016. 8. 1. ~2016. 12. 27.)

박혜진

인천개인별지원팀(2016. 11. 14. ~2016. 11. 30.)

하정석

장애등급제개편지원TFT(2017. 3. 2. ~2017. 12. 31.)

정회명

예산팀(2015. 12. 1. ~2016. 5. 13.)

문효연

장애등급제개편지원TFT(2016. 8. 1. ~2018. 1. 17.)

모지환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11. 14. ~2017. 4. 18.)

박지영

UD환경팀(2017. 3. 2. ~2019. 2. 22.)

정석희

전산팀(2015. 12. 1. ~2016. 12. 22.)

양주열

대외협력부(2016. 8. 1. ~2018. 7. 31.)

박웅

전남개인별지원팀(2016. 11. 14. ~2017. 4. 10.)

김광선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7. 3. 2. ~2019. 3. 1.)

전찬기

우선구매심사팀(2015. 12. 16. ~2018. 3. 31.)

박승택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9. 1. ~2018. 8. 31.)

윤현정

강원권익옹호팀(2016. 11. 14. ~2018. 12. 31.)

강우리

서울운영지원팀(2017. 3. 2. ~2017. 8. 31.)

권오형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1. 18. ~2018. 1. 17.)

마석봉

전북개인별지원팀(2016. 9. 1. ~2017. 8. 31.)

방진원

강원권익옹호팀(2016. 11. 14. ~2018. 6. 30.)

조경희

경기개인별지원팀(2017. 3. 2. ~2018. 9. 30.)

정연제

대구권익옹호팀(2016. 1. 21. ~2018. 6. 8.)

박소영

전북개인별지원팀(2016. 9. 1. ~2019. 2. 7.)

최종신

강원개인별지원팀(2016. 11. 14. ~2018. 12. 14.)

김은혜

인천권익옹호팀(2017. 3. 2. ~2017. 12. 31.)

진미영

서비스지원팀(2016. 3. 2. ~2017. 12. 18.)

이상록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9. 1. ~2018. 8. 31.)

이경선

직업재활팀(2016. 11. 21. ~2018. 2. 28.)

장정윤

인천개인별지원팀(2017. 3. 2. ~2017. 12. 31.)

김희종

이룸센터관리부(2016. 3. 2. ~2018. 7. 11.)

지형구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9. 1. ~2018. 8. 31.)

이명중

BF인증팀(2016. 11. 21. ~2016. 12. 12.)

천은별

인천개인별지원팀(2017. 3. 2. ~2017. 12. 31.)

정상범

광주권익옹호팀(2016. 3. 2. ~2016. 3. 31.)

박제민

강원개인별지원팀(2016. 9. 1. ~2017. 8. 31.)

우현희

판로지원팀(2016. 11. 21. ~2017. 3. 21.)

우인범

경북개인별지원팀(2017. 3. 2. ~2018. 1. 31.)

강나은

광주권익옹호팀(2016. 3. 2. ~2016. 12. 31.)

최은주

강원운영지원팀(2016. 9. 1. ~2017. 4. 21.)

고인재

경기개인별지원팀(2016. 11. 21. ~2017. 11. 30.)

염선경

충남개인별지원팀(2017. 3. 2. ~2018. 3. 1.)

송서진

개인별지원계획팀(2016. 3. 2. ~2016. 3. 25.)

박정서

일자리개발팀(2016. 9. 1. ~2018. 3. 9.)

장재영

충북개인별지원팀(2016. 11. 21. ~2018. 3. 21.)

임규형

세종권익옹호팀(2017. 3. 2. ~2017. 6. 30.)

지미림

대외협력부(2016. 3. 2. ~2018. 3. 5.)

김광선

전북개인별지원팀(2016. 9. 1. ~2017. 2. 28.)

정정숙

인천개인별지원팀(2016. 11. 22. ~2017. 3. 31.)

이진희

제주개인별지원팀(2017. 3. 2. ~2018. 8. 16.)

윤희수

사업평가팀(2016. 3. 2. ~2017. 11. 22.)

조수빈

대외협력부(2016. 9. 12. ~2017. 10. 10.)

진희정

대전권익옹호팀(2016. 12. 1. ~2017. 7. 7.)

박혜진

일자리개발팀(2017. 3. 13. ~2017. 10. 27.)

김도형

일자리개발팀(2016. 3. 2. ~2018. 3. 5.)

강석봉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10. 4. ~2018. 4. 13.)

이경서

전남개인별지원팀(2016. 12. 1. ~2017. 4. 14.)

김수연

경기권익옹호팀(2017. 3. 13. ~2017. 10. 31.)

이호선

연구2팀(2016. 3. 21. ~2018. 3. 20.)

전찬근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10. 4. ~2017. 11. 30.)

양준용

경기개인별지원팀(2016. 12. 5. ~2017. 12. 31.)

김난아

충남권익옹호팀(2017. 3. 13. ~2018. 3. 12.)

김은영

광주사무소(2016. 3. 21. ~2016. 10. 31.)

임성아

제주개인별지원팀(2016. 10. 4. ~2018. 9. 28.)

윤유섭

서울운영지원팀(2016. 12. 5. ~2016. 12. 14.)

김효정

경북권익옹호팀(2017. 3. 13. ~2018. 10. 12.)

이솔이

대구사무소(2016. 3. 21. ~2016. 6. 29.)

서희정

인천개인별지원팀(2016. 10. 4. ~2017. 3. 3.)

이정원

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12. 5. ~2018. 12. 4.)

이수용

조사패널팀(2017. 3. 20. ~2018. 8. 23.)

강지원

일자리개발팀(2016. 3. 21. ~2017. 3. 20.)

방대원

인천운영지원팀(2016. 10. 4. ~2017. 12. 31.)

박가현

세종개인별지원팀(2016. 12. 5. ~2019. 2. 28.)

김혜진

이룸센터관리부(2017. 4. 17. ~2018. 8. 16.)

고민석

인사총무팀(2016. 3. 21. ~2016. 6. 20.)

배병휴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10. 24. ~2017. 12. 31.)

양석범

울산개인별지원팀(2016. 12. 5. ~2018. 5. 31.)

이소윤

일자리개발팀(2017. 5. 10. ~2018. 5. 9.)

박민아

전산팀(2016. 3. 21. ~2016. 12. 23.)

송창호

대전권익옹호팀(2016. 10. 24. ~2017. 1. 13.)

김민경

울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12. 5. ~2018. 12. 4.)

박해순

우선구매심사팀(2017. 5. 10. ~2018. 5. 9.)

이유진

UD환경팀(2016. 3. 28. ~2016. 5. 31.)

조상은

연구1팀(2016. 10. 24. ~2018. 8. 22.)

박신제

충남개인별지원팀(2016. 12. 5. ~2017. 7. 21.)

최건

김태현

우선구매심사팀(2016. 4. 18. ~2019. 2. 7.)

박혜진

경기운영지원팀(2016. 11. 1. ~2018. 7. 31.)

남상익

인천권익옹호팀(2016. 12. 12. ~2017. 1. 16.)

차소영

인천개인별지원팀(2017. 5. 15. ~2017. 12. 31.)

조사패널팀(2016. 4. 18. ~2018. 4. 17.)

이다혜

서울권익옹호팀(2016. 11. 1. ~2017. 6. 30.)

문회원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12. 15. ~2018. 12. 14.)

김나리

인천개인별지원팀(2017. 5. 15. ~2017. 12. 31.)

배진기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5. 2. ~2018. 5. 1.)

장바론

서울권익옹호팀(2016. 11. 1. ~2017. 10. 31.)

김소연

대외협력부(2016. 12. 26. ~2018. 3. 31.)

박수진

인천권익옹호팀(2017. 5. 15. ~2017. 12. 31.)

김연수

대구광역시지부(2016. 5. 9. ~2019. 2. 15.)

성명진

서울개인별지원팀(2016. 11. 1. ~2017. 6. 30.)

송지현

대외협력부(2016. 12. 26. ~2018. 3. 2.)

오경택

경북권익옹호팀(2017. 5. 15. ~2019. 1. 4.)

민새별

사업평가팀(2016. 5. 9. ~2017. 5. 8.)

정세찬

대전개인별지원팀(2016. 11. 1. ~2017. 10. 31.)

김신선

충남권익옹호팀(2016. 12. 26. ~2018. 3. 16.)

양정아

제주운영지원팀(2017. 5. 15. ~2017. 12. 26.)

김민

302

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미래전략팀(2017. 5. 10. ~2018. 8. 31.)

303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부록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유소연

전남개인별지원팀(2017. 5. 22. ~2018. 5. 21.)

홍효선

서울개인별지원팀(2017. 11. 13. ~2018. 11. 12.)

안성준

UD환경팀(2007. 4. 1. ~2019. 3. 현재)

정애진

사회적가치팀(2013. 9. 1. ~2019. 3. 현재)

김성희

전남개인별지원팀(2017. 6. 1. ~2018. 3. 16.)

조윤희

강원개인별지원팀(2017. 11. 13. ~2018. 4. 13.)

유경민

연구기획팀(2007. 5. 1. ~2019. 3. 현재)

장효원

인사총무팀(2013. 12. 23. ~2019. 3. 현재)

김선영

사업평가팀(2017. 6. 8. ~2017. 11. 10.)

서은혜

서울운영지원팀(2017. 11. 27. ~2018. 9. 11.)

최한나

직업재활팀(2007. 6. 1. ~2019. 3. 현재)

김광희

대외협력부(2014. 2. 3. ~2019. 3. 현재)

정성권

이룸센터관리부(2017. 6. 8. ~2018. 9. 30.)

금란

경기권익옹호팀(2017. 11. 27. ~2017. 12. 12.)

고귀염

직업재활부(2007. 9. 10. ~2019. 3. 현재)

오태경

직업재활팀(2014. 3. 17. ~2019. 3. 현재)

지명희

강원권익옹호팀(2017. 7. 17. ~2018. 1. 31.)

조영구

전남개인별지원팀(2018. 7. 2. ~2018. 10. 1.)

송창섭

이룸센터관리부(2007. 11. 28. ~2019. 3. 현재)

조윤화

조사패널팀(2014. 5. 8. ~2019. 3. 현재)

이기수

서울권익옹호팀(2017. 7. 17. ~2017. 8. 3.)

김혜리

서울권익옹호팀(2018. 7. 2. ~2019. 3. 4.)

김인겸

인사총무팀(2008. 3. 1. ~2019. 3. 현재)

조보라

사업평가팀(2014. 6. 11. ~2019. 3. 현재)

이연재

울산개인별지원팀(2017. 7. 17. ~2018. 1. 31.)

권익태

강원권익옹호팀(2018. 7. 2. ~2018. 11. 23.)

이주송

BF인증팀(2008. 5. 20. ~2019. 3. 현재)

심연숙

인사총무팀(2014. 6. 16. ~2019. 3. 현재)

오세희

장애등급제개편지원TFT(2017. 8. 21. ~2018. 11. 26.)

박정서

충남개인별지원팀(2018. 7. 2. ~2019. 2. 15.)

김광일

광주광역시지부(2008. 5. 20. ~2019. 3. 현재)

이승재

인사총무팀(2014. 6. 25. ~2019. 3. 현재)

이선희

서울개인별지원팀(2017. 9. 1. ~2018. 8. 31.)

손희은

충남운영지원팀(2018. 7. 2. ~2019. 2. 28.)

김지혜

사회적가치팀(2008. 5. 20. ~2019. 3. 현재)

이율희

연구기획팀(2015. 3. 2. ~2019. 3. 현재)

김창현

충남개인별지원팀(2017. 9. 1. ~2018. 6. 30.)

최유리

권익옹호팀(2018. 10. 5. ~2018. 12. 31.)

박지연

장애인식개선팀(2009. 1. 2. ~2019. 3. 현재)

정민규

인사총무팀(2015. 6. 15. ~2019. 3. 현재)

전인근

충남운영지원팀(2017. 9. 1. ~2017. 9. 8.)

이윤우

울산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2. 21.)

박민정

우선구매심사팀(2009. 5. 11. ~2019. 3. 현재)

강정배

조사패널팀(2015. 7. 1. ~2019. 3. 현재)

김영진

서울권익옹호팀(2017. 11. 13. ~2017. 12. 27.)

최희열

서울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2. 20.)

김정희

정책연구실(2009. 6. 1. ~2019. 3. 현재)

서원선

연구개발팀(2015. 11. 2. ~2019. 3. 현재)

김미현

사업평가팀(2010. 2. 22. ~2019. 3. 현재)

민수정

대구개인별지원팀(2016. 1. 4. ~2019. 3. 현재)

장주연

판로지원팀(2010. 4. 1. ~2019. 3. 현재)

이선희

대구개인별지원팀(2016. 1. 4. ~2019. 3. 현재)

신동선

전산팀(2010. 9. 20. ~2019. 3. 현재)

신희정

대구개인별지원팀(2016. 1. 4. ~2019. 3. 현재)

문지은

일자리개발팀(2010. 9. 20. ~2019. 3. 현재)

황세미

대구개인별지원팀(2016. 1. 4. ~2019. 3. 현재)

이룸센터관리부(2010. 11. 10. ~2019. 3. 현재)

나호열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1. 11. ~2019. 3. 현재)

박제현

사업평가팀(2010. 12. 13. ~2019. 3. 현재)

최명원

대구개인별지원팀(2016. 1. 11. ~2019. 3. 현재)

유명해

장애등급제개편지원TFT(2011. 11. 23. ~2019. 3. 현재)

배창일

대구권익옹호팀(2016. 1. 18. ~2019. 3. 현재)

류정은

직업재활팀(2012. 2. 1. ~2019. 3. 현재)

정인형

대구권익옹호팀(2016. 1. 18. ~2019. 3. 현재)

이진숙

인사총무팀(2012. 3. 2. ~2019. 3. 현재)

명노연

권익옹호팀(2016. 3. 2. ~2019. 3. 현재)

서해정

연구개발팀(2012. 3. 19. ~2019. 3. 현재)

박슬기

서비스지원팀(2016. 3. 2. ~2019. 3. 현재)

이유미

회계팀(2012. 5. 1. ~2019. 3. 현재)

황정준

장애아동지원팀(2016. 3. 2. ~2019. 3. 현재)

윤용헌

서비스지원팀(2012. 9. 1. ~2019. 3. 현재)

유중목

BF인증팀(2016. 3. 2. ~2019. 3. 현재)

조혜희

서비스지원팀(2012. 11. 26. ~2019. 3. 현재)

유나진

BF인증팀(2016. 3. 2. ~2019. 3. 현재)

정진

현직직원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김규철

광주광역시지부(1989. 7. 18. ~2019. 3. 현재)

최웅선

경영본부(1999. 6. 18. ~2019. 3. 현재)

임수경

연구기획팀(2013. 1. 14. ~2019. 3. 현재)

나금주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6. 3. 2. ~2019. 3. 현재)

오남주

강원도지부(1989. 7. 18. ~2019. 3. 현재)

손미현

이룸센터관리부(2002. 9. 25. ~2019. 3. 현재)

조윤경

서비스지원팀(2013. 1. 14. ~2019. 3. 현재)

김성중

광주개인별지원팀(2016. 3. 2. ~2019. 3. 현재)

최면칠

대구광역시지부(1989. 7. 18. ~2019. 3. 현재)

김태선

예산팀(2004. 6. 25. ~2019. 3. 현재)

방세은

인사총무팀(2013. 1. 28. ~2019. 3. 현재)

정규연

광주권익옹호팀(2016. 3. 2. ~2019. 3. 현재)

박영순

대외협력부(1992. 3. 9. ~2019. 3. 현재)

최종선

전산팀(2006. 7. 1. ~2019. 3. 현재)

김지혜

판로지원팀(2013. 2. 1. ~2019. 3. 현재)

안수진

광주개인별지원팀(2016. 3. 2. ~2019. 3. 현재)

서수미

경영지원부(1994. 6. 21. ~2019. 3. 현재)

이혜경

연구개발팀(2006. 7. 1. ~2019. 3. 현재)

사혜진

판로지원팀(2013. 4. 1. ~2019. 3. 현재)

임지나

광주개인별지원팀(2016. 3. 2. ~2019. 3. 현재)

이규익

이룸센터관리부(1995. 1. 3. ~2019. 3. 현재)

김경란

장애등급제개편지원TFT(2006. 7. 1. ~2019. 3. 현재)

김인아

예산팀(2013. 6. 1. ~2019. 3. 현재)

채미선

광주개인별지원팀(2016. 3. 2. ~2019. 3. 현재)

김인순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1997. 12. 1. ~2019. 3. 현재)

김교형

우선구매지원부(2007. 1. 24. ~2019. 3. 현재)

김원선

인사총무팀(2013. 7. 11. ~2019. 3. 현재)

유민지

직업재활팀(2016. 3. 21. ~2019. 3. 현재)

공석주

회계팀(1998. 7. 15. ~2019. 3. 현재)

이선화

연구개발팀(2007. 4. 1. ~2019. 3. 현재)

박상민

판로지원팀(2013. 9. 1. ~2019. 3. 현재)

이상희

이룸센터관리부(2016. 3. 21. ~2019. 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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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최현숙

광주광역시지부(2016. 4. 18. ~2019. 3. 현재)

송기호

연구개발팀(2016. 7. 1. ~2019. 3. 현재)

윤지영

대구운영지원팀(2016. 11. 21. ~2019. 3. 현재)

한신희

전북개인별지원팀(2017. 5. 15. ~2019. 3. 현재)

정도엽

권익옹호팀(2016. 4. 18. ~2019. 3. 현재)

서욱영

연구개발팀(2016. 7. 1. ~2019. 3. 현재)

전성민

대구광역시지부(2016. 11. 28. ~2019. 3. 현재)

이서영

강원운영지원팀(2017. 5. 15. ~2019. 3. 현재)

김진연

회계팀(2016. 4. 18. ~2019. 3. 현재)

문보라

회계팀(2016. 7. 1. ~2019. 3. 현재)

유난희

대전운영지원팀(2016. 12. 1. ~2019. 3. 현재)

이한나

대전개인별지원팀(2017. 5. 22. ~2019. 3. 현재)

이석원

우선구매심사팀(2016. 4. 25. ~2019. 3. 현재)

류상오

UD환경팀(2016. 7. 18. ~2019. 3. 현재)

최다인

전남개인별지원팀(2016. 12. 1. ~2019. 3. 현재)

이동욱

경남권익옹호팀(2017. 5. 22. ~2019. 3. 현재)

곽은영

경남개인별지원팀(2016. 5. 2. ~2019. 3. 현재)

문산희

광주개인별지원팀(2016. 7. 18. ~2019. 3. 현재)

최지율

경기개인별지원팀(2016. 12. 5. ~2019. 3. 현재)

김민정

충북권익옹호팀(2017. 5. 22. ~2019. 3. 현재)

안희석

경남개인별지원팀(2016. 5. 2. ~2019. 3. 현재)

이승미

부산권익옹호팀(2016. 7. 18. ~2019. 3. 현재)

오혜림

경북개인별지원팀(2016. 12. 5. ~2019. 3. 현재)

강승원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7. 6. 1. ~2019. 3. 현재)

김선영

경남개인별지원팀(2016. 5. 2. ~2019. 3. 현재)

박진수

부산권익옹호팀(2016. 7. 18. ~2019. 3. 현재)

김지연

충북권익옹호팀(2016. 12. 12. ~2019. 3. 현재)

김진환

전남개인별지원팀(2017. 6. 1. ~2019. 3. 현재)

박순호

경남개인별지원팀(2016. 5. 2. ~2019. 3. 현재)

감경삼

경남권익옹호팀(2016. 7. 19. ~2019. 3. 현재)

오수민

전산팀(2017. 1. 2. ~2019. 3. 현재)

권순지

연구기획팀(2017. 6. 8. ~2019. 3. 현재)

김영난

경남운영지원팀(2016. 5. 2. ~2019. 3. 현재)

김지예

강원개인별지원팀(2016. 7. 25. ~2019. 3. 현재)

금동근

경북권익옹호팀(2017. 1. 2. ~2019. 3. 현재)

이루리

사업평가팀(2017. 6. 8. ~2019. 3. 현재)

김기정

부산개인별지원팀(2016. 6. 1. ~2019. 3. 현재)

이용훈

강원개인별지원팀(2016. 7. 25. ~2019. 3. 현재)

손제익

인사총무팀(2017. 3. 2. ~2019. 3. 현재)

윤수정

일자리개발팀(2017. 6. 8. ~2019. 3. 현재)

장정은

경남개인별지원팀(2016. 6. 1. ~2019. 3. 현재)

정강용

권익옹호팀(2016. 8. 1. ~2019. 3. 현재)

윤주영

대외협력부(2017. 3. 2. ~2019. 3. 현재)

정지완

대전권익옹호팀(2017. 7. 17. ~2019. 3. 현재)

강미영

부산개인별지원팀(2016. 6. 1. ~2019. 3. 현재)

박진희

경북운영지원팀(2016. 9. 1. ~2019. 3. 현재)

황수진

일자리개발팀(2017. 3. 2. ~2019. 3. 현재)

정현수

전남권익옹호팀(2017. 7. 17. ~2019. 3. 현재)

김문수

광주운영지원팀(2016. 6. 1. ~2019. 3. 현재)

최희정

전북개인별지원팀(2016. 9. 1. ~2019. 3. 현재)

김욱중

BF인증팀(2017. 3. 2. ~2019. 3. 현재)

김도현

충남개인별지원팀(2017. 7. 17. ~2019. 3. 현재)

박성우

부산운영지원팀(2016. 6. 1. ~2019. 3. 현재)

김대경

경북개인별지원팀(2016. 9. 1. ~2019. 3. 현재)

홍성완

광주광역시지부(2017. 3. 2. ~2019. 3. 현재)

박세나

서울개인별지원팀(2017. 7. 17. ~2019. 3. 현재)

이영환

BF인증팀(2016. 7. 1. ~2019. 3. 현재)

최민규

대구광역시지부(2016. 9. 5. ~2019. 3. 현재)

문현

광주권익옹호팀(2017. 3. 2. ~2019. 3. 현재)

빈진호

대구광역시지부(2017. 8. 21. ~2019. 3. 현재)

송창수

BF인증팀(2016. 7. 1. ~2019. 3. 현재)

황선호

판로지원팀(2016. 9. 5. ~2019. 3. 현재)

박준호

충북권익옹호팀(2017. 3. 2. ~2019. 3. 현재)

이대한

강원도지부(2017. 8. 21. ~2019. 3. 현재)

성진희

UD환경팀(2016. 7. 1. ~2019. 3. 현재)

한관희

예산팀(2016. 9. 5. ~2019. 3. 현재)

이주희

경기권익옹호팀(2017. 3. 2. ~2019. 3. 현재)

백재경

전북권익옹호팀(2017. 9. 1. ~2019. 3. 현재)

김태훈

BF인증팀(2016. 7. 1. ~2019. 3. 현재)

박현준

UD환경팀(2016. 9. 12. ~2019. 3. 현재)

김은하

부산개인별지원팀(2017. 3. 2. ~2019. 3. 현재)

서다혜

대전권익옹호팀(2017. 9. 1. ~2019. 3. 현재)

박서현

BF인증팀(2016. 7. 1. ~2019. 3. 현재)

권지은

충북개인별지원팀(2016. 10. 4. ~2019. 3. 현재)

임건비

광주권익옹호팀(2017. 3. 2. ~2019. 3. 현재)

이광운

전북개인별지원팀(2017. 11. 13. ~2019. 3. 현재)

이혜진

일자리개발팀(2016. 7. 1. ~2019. 3. 현재)

김정인

제주개인별지원팀(2016. 10. 10. ~2019. 3. 현재)

정영규

울산권익옹호팀(2017. 3. 2. ~2019. 3. 현재)

홍윤정

서울권익옹호팀(2017. 11. 13. ~2019. 3. 현재)

김계정

우선구매심사팀(2016. 7. 1. ~2019. 3. 현재)

조대희

대전개인별지원팀(2016. 10. 24. ~2019. 3. 현재)

최윤선

전남권익옹호팀(2017. 3. 2. ~2019. 3. 현재)

윤세라

세종권익옹호팀(2017. 11. 13. ~2019. 3. 현재)

박재경

예산팀(2016. 7. 1. ~2019. 3. 현재)

남지윤

대전개인별지원팀(2016. 10. 24. ~2019. 3. 현재)

유순애

전남운영지원팀(2017. 3. 2. ~2019. 3. 현재)

원창옥

서울개인별지원팀(2017. 11. 13. ~2019. 3. 현재)

이상훈

전산팀(2016. 7. 1. ~2019. 3. 현재)

공영진

전북운영지원팀(2016. 10. 24. ~2019. 3. 현재)

김종용

충북개인별지원팀(2017. 3. 2. ~2019. 3. 현재)

오수진

서울개인별지원팀(2017. 11. 13. ~2019. 3. 현재)

김재형

광주광역시지부(2016. 7. 1. ~2019. 3. 현재)

고영진

경기개인별지원팀(2016. 11. 1. ~2019. 3. 현재)

강동효

제주권익옹호팀(2017. 3. 2. ~2019. 3. 현재)

김항구

대전개인별지원팀(2017. 11. 27. ~2019. 3. 현재)

배청송

사업평가팀(2016. 7. 1. ~2019. 3. 현재)

장병철

경기권익옹호팀(2016. 11. 10. ~2019. 3. 현재)

김현지

조사패널팀(2017. 5. 10. ~2019. 3. 현재)

홍율빈

울산개인별지원팀(2018. 7. 2. ~2019. 3. 현재)

김소영

직업재활팀(2016. 7. 1. ~2019. 3. 현재)

박현지

경북개인별지원팀(2016. 11. 14. ~2019. 3. 현재)

이수연

연구개발팀(2017. 5. 10. ~2019. 3. 현재)

이명진

세종개인별지원팀(2018. 7. 2. ~2019. 3. 현재)

김종화

우선구매심사팀(2016. 7. 1. ~2019. 3. 현재)

한정림

전북권익옹호팀(2016. 11. 14. ~2019. 3. 현재)

김준

전산팀(2017. 5. 10. ~2019. 3. 현재)

성미옥

충남권익옹호팀(2018. 7. 2. ~2019. 3. 현재)

조은아

사업평가팀(2016. 7. 1. ~2019. 3. 현재)

김두용

전북권익옹호팀(2016. 11. 14. ~2019. 3. 현재)

안성준

전산팀(2017. 5. 10. ~2019. 3. 현재)

양준용

경기개인별지원팀(2018. 7. 2. ~2019. 3. 현재)

박진수

우선구매심사팀(2016. 7. 1. ~2019. 3. 현재)

정철호

대전권익옹호팀(2016. 11. 14. ~2019. 3. 현재)

이정혜

대외협력부(2017. 5. 10. ~2019. 3. 현재)

이상은

경기개인별지원팀(2018. 7. 2. ~2019. 3. 현재)

이지수

판로지원팀(2016. 7. 1. ~2019. 3. 현재)

김윤호

BF인증팀(2016. 11. 21. ~2019. 3. 현재)

이용미

직업재활팀(2017. 5. 10. ~2019. 3. 현재)

박지수

강원개인별지원팀(2018. 7. 2. ~2019. 3. 현재)

이초롱

우선구매심사팀(2016. 7. 1. ~2019. 3. 현재)

홍성훈

경북개인별지원팀(2016. 11. 21. ~2019. 3. 현재)

안성아

직업재활팀(2017. 5. 10. ~2019. 3. 현재)

박소영

울산개인별지원팀(2018. 7. 2. ~2019. 3. 현재)

신지희

장애아동지원팀(2016. 7. 1. ~2019. 3. 현재)

최수진

충북개인별지원팀(2016. 11. 21. ~2019. 3. 현재)

박강렬

판로지원팀(2017. 5. 10. ~2019. 3. 현재)

이소영

울산개인별지원팀(2018. 7. 2. ~2019. 3. 현재)

김태용

조사패널팀(2016. 7. 1. ~2019. 3. 현재)

서원경

충북운영지원팀(2016. 11. 21. ~2019. 3. 현재)

조현진

부산권익옹호팀(2017. 5. 15. ~2019. 3. 현재)

김준영

경북개인별지원팀(2018. 7. 2. ~2019. 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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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성명

부서 및 재임기간

김종우

충남개인별지원팀(2018. 7. 2. ~2019. 3. 현재)

서재경

경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8. 11. 12. ~2019. 3. 현재)

김예진

경남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강병곤

UD환경팀(2019. 2. 25. ~2019. 3. 현재)

김하나

충북개인별지원팀(2018. 7. 2. ~2019. 3. 현재)

지형구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8. 11. 12. ~2019. 3. 현재)

안수현

경남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박지영

UD환경팀(2019. 2. 25. ~2019. 3. 현재)

김경민

서울권익옹호팀(2018. 7. 2. ~2019. 3. 현재)

김정옥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8. 11. 12. ~2019. 3. 현재)

심유신

전남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이송미

대외협력부(2019. 2. 25. ~2019. 3. 현재)

최효선

경남권익옹호팀(2018. 7. 2. ~2019. 3. 현재)

배진기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8. 11. 21. ~2019. 3. 현재)

전수현

전북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박영은

대외협력부(2019. 2. 25. ~2019. 3. 현재)

신세리

전남권익옹호팀(2018. 7. 2. ~2019. 3. 현재)

이정은

사업평가팀(2018. 11. 22. ~2019. 3. 현재)

김도희

부산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이선영

직업재활팀(2019. 2. 25. ~2019. 3. 현재)

이주희

충남권익옹호팀(2018. 7. 2. ~2019. 3. 현재)

박채은

직업재활팀(2018. 11. 28. ~2019. 3. 현재)

손영준

전남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서정은

직업재활팀(2019. 2. 25. ~2019. 3. 현재)

양지훈

제주운영지원팀(2018. 7. 2. ~2019. 3. 현재)

김형완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8. 12. 21. ~2019. 3. 현재)

박선섭

경기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도현진

일자리개발팀(2019. 2. 25. ~2019. 3. 현재)

고명균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8. 8. 6. ~2019. 3. 현재)

이복실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9. 1. 2. ~2019. 3. 현재)

신우철

경기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여재상

우선구매심사팀(2019. 2. 25. ~2019. 3. 현재)

손지유

대외협력부(2018. 8. 8. ~2019. 3. 현재)

탁민주

광주개인별지원팀(2019. 1. 2. ~2019. 3. 현재)

김승진

전남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최한별

우선구매심사팀(2019. 2. 25. ~2019. 3. 현재)

이은지

장애아동지원팀(2018. 8. 20. ~2019. 3. 현재)

박보성

서울개인별지원팀(2019. 1. 14. ~2019. 3. 현재)

김상희

충북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안재영

판로지원팀(2019. 2. 25. ~2019. 3. 현재)

김지영

연구개발팀(2018. 10. 1. ~2019. 3. 현재)

안길성

대구권익옹호팀(2019. 1. 14. ~2019. 3. 현재)

박소영

강원권익옹호팀(2019. 2. 18. ~2019. 3. 현재)

강미진

서비스지원팀(2019. 2. 25. ~2019. 3. 현재)

왕영민

조사패널팀(2018. 10. 1. ~2019. 3. 현재)

이미라

경북권익옹호팀(2019. 1. 14. ~2019. 3. 현재)

강건희

부산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김도연

서비스지원팀(2019. 2. 25. ~2019. 3. 현재)

이혜림

장애인식개선팀(2018. 10. 1. ~2019. 3. 현재)

박선정

서울개인별지원팀(2019. 1. 14. ~2019. 3. 현재)

장정윤

세종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손현규

서비스지원팀(2019. 2. 25. ~2019. 3. 현재)

최동규

장애인식개선팀(2018. 10. 1. ~2019. 3. 현재)

진소연

서울운영지원팀(2019. 1. 14. ~2019. 3. 현재)

최은철

대전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최희열

권익옹호팀(2019. 2. 25. ~2019. 3. 현재)

이화섭

사회적가치팀(2018. 10. 1. ~2019. 3. 현재)

조정민

부산개인별지원팀(2019. 1. 14. ~2019. 3. 현재)

이소영

대전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최유리

권익옹호팀(2019. 2. 25. ~2019. 3. 현재)

김영신

대외협력부(2018. 10. 1. ~2019. 3. 현재)

김규성

울산개인별지원팀(2019. 1. 14. ~2019. 3. 현재)

김지훈

충남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강지현

장애아동지원팀(2019. 2. 25. ~2019. 3. 현재)

이동주

이룸센터관리부(2018. 10. 1. ~2019. 3. 현재)

주요한

경기개인별지원팀(2019. 1. 14. ~2019. 3. 현재)

민경석

강원권익옹호팀(2019. 2. 18. ~2019. 3. 현재)

구자옥

직업재활팀(2019. 2. 25. ~2019. 3. 현재)

최은혜

사업평가팀(2018. 10. 1. ~2019. 3. 현재)

김세영

경기운영지원팀(2019. 1. 14. ~2019. 3. 현재)

이령희

강원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남유니

일자리개발팀(2019. 2. 25. ~2019. 3. 현재)

박소연

일자리개발팀(2018. 10. 1. ~2019. 3. 현재)

유혜미

충남권익옹호팀(2019. 1. 14. ~2019. 3. 현재)

김미진

광주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김현기

우선구매심사팀(2019. 2. 25. ~2019. 3. 현재)

이귀현

일자리개발팀(2018. 10. 1. ~2019. 3. 현재)

나미례

전남개인별지원팀(2019. 1. 14. ~2019. 3. 현재)

이한솔

경북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조연희

서비스지원팀(2019. 2. 25. ~2019. 3. 현재)

박용운

일자리개발팀(2018. 10. 1. ~2019. 3. 현재)

김유미

제주개인별지원팀(2019. 1. 14. ~2019. 3. 현재)

손현수

경북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이산하

서비스지원팀(2019. 2. 25. ~2019. 3. 현재)

김은채

일자리개발팀(2018. 10. 1. ~2019. 3. 현재)

진희종

제주개인별지원팀(2019. 1. 14. ~2019. 3. 현재)

양원

충남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황은선

서울개인별지원팀(2019. 2. 25. ~2019. 3. 현재)

박규희

우선구매심사팀(2018. 10. 1. ~2019. 3. 현재)

박승택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9. 1. 14. ~2019. 3. 현재)

이은혜

서울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황우빈

경기권익옹호팀(2019. 2. 25. ~2019. 3. 현재)

임정빈

우선구매심사팀(2018. 10. 1. ~2019. 3. 현재)

김민경

울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9. 1. 14. ~2019. 3. 현재)

문정은

경기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김희원

울산개인별지원팀(2019. 2. 25. ~2019. 3. 현재)

성치원

우선구매심사팀(2018. 10. 1. ~2019. 3. 현재)

이지선

대외협력부(2019. 1. 21. ~2019. 3. 현재)

이혜정

경기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김은서

서울개인별지원팀(2019. 3. 1. ~2019. 3. 현재)

김태욱

우선구매심사팀(2018. 10. 1. ~2019. 3. 현재)

이현욱

광주개인별지원팀(2019. 2. 8. ~2019. 3. 현재)

박정서

서울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안세라

서울개인별지원팀(2019. 3. 1. ~2019. 3. 현재)

홍상철

판로지원팀(2018. 10. 1. ~2019. 3. 현재)

박지민

인사총무팀(2019. 2. 11. ~2019. 3. 현재)

김연수

대구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박영빈

우선구매심사팀(2019. 3. 4. ~2019. 3. 현재)

최건

판로지원팀(2018. 10. 1. ~2019. 3. 현재)

이혜진

회계팀(2019. 2. 11. ~2019. 3. 현재)

주다슬

강원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정지은

우선구매심사팀(2019. 3. 4. ~2019. 3. 현재)

이건영

판로지원팀(2018. 10. 1. ~2019. 3. 현재)

왕혜림

직업재활팀(2019. 2. 11. ~2019. 3. 현재)

현민영

전북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김단아

판로지원팀(2019. 3. 4. ~2019. 3. 현재)

이서원

서비스지원팀(2018. 10. 1. ~2019. 3. 현재)

박상진

대외협력부(2019. 2. 18. ~2019. 3. 현재)

장정희

광주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공예지

연구기획팀(2019. 3. 4. ~2019. 3. 현재)

박정윤

장애아동지원팀(2018. 10. 1. ~2019. 3. 현재)

최한새

강원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김소망

충북개인별지원팀(2019. 2. 19. ~2019. 3. 현재)

김민정

연구기획팀(2019. 3. 4. ~2019. 3. 현재)

김지원

BF인증팀(2018. 10. 1. ~2019. 3. 현재)

정윤형

대구개인별지원팀(2019. 2. 18. ~2019. 3. 현재)

김아름

제주개인별지원팀(2019. 2. 20. ~2019. 3. 현재)

이재훈

사회적가치팀(2019. 3. 4. ~2019. 3. 현재)

박선아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2018. 11. 12. ~2019. 3. 현재)

김은욱

경북권익옹호팀(2019. 2. 18. ~2019. 3. 현재)

이준호

사회적가치팀(2019. 2. 25. ~2019. 3. 현재)

양승희

장애등급제개편지원TFT(2019. 3. 4. ~2019. 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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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7.

주요 발간물
발간물명

발간시기

비고

발간물명

발간시기

계간 곰두리

1989~1997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2015

월간 곰두리

1997~2000

반갑다 장애인정책

2016

사외보 월간 KOWPAD

2000~200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사업 운영매뉴얼

2016

사외보 월간 디딤돌

2006~현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계획에 기반한
직업적응훈련과 취업지원 매뉴얼

2016

연례보고서

2012~2017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만족도조사

2016~2017

드림잡리포트 창간호~통권12호

2012~2016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카탈로그
코디슈(KoDDISSUE)
코디(Koddi) 뉴스레터 1차~116차
코디슈(KoDDISSUE) e-letter vol.1 ~ vol.19

연 1회 발간

2009~ 2019
2017~2019

온라인 뉴스레터

세계 장애계는 지금 통권1호 ~ 통권88호

2015~2019

온라인 뉴스레터

채널 비로소

2013~2017

온라인 뉴스레터

근린생활편의시설매뉴얼1~2

2006

농어촌장애인 주거환경개선 기술매뉴얼

2008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편)
초판~개정3판

2007~2012

1989.10.15.~10.17.

국군체육부대, 학생중앙군사학교

제1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5개 종목, 1,443명 참가

1990.5.24.~5.26.

국군체육부대, 학생중앙군사학교

제1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특별공연, 연예인축하공연

1991.4.20.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제1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1개 종목, 1,588명 참가

1991.5.22.~5.24.

국군체육부대, 학생중앙군사학교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

각 장애별로 관련 전시품 설명회 및 특별강연 등

1991.5.22.~5.27

한국종합전시장(COEX)

제1회 곰두리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편소설, 단편소설, 시, 아동문학 4개 부문/
한국화,서양화, 서예 등 3개 부문 시상

1991.10.21.~10.23.

프레스센터

제5회 티니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알파인스키 종목에 유인식, 정영훈 출전

1992.3.25.~4.1.

프랑스 티니

제1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연예인축하공연, 생할체육 시범

1992.4.20.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제1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6개 종목, 1,708명 참가

1992.5.7.~5.9.

국군체육부대, 학생중앙군사학교

개인별지원계획 실무자 업무매뉴얼(개정판)

2018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금 11개, 은 15개, 동 18개로 종합10위

1992.9.3.~9.14.

스페인 바르셀로나

권리구제사업 실무자 업무매뉴얼(개정판)

2018

제2회 곰두리문학상 및 미술대전 시상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1992.9.17.

세종문화회관

2차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변경
시범사업 결과보고

2018

‘92 서울국제장애인복지용품전

42개 업체 참가

1992.10.15.~10.19.

한국종합전시장(COEX)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가이드북

2018

제1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 및 각종게임, 먹거리코너 등

1993.4.20.

올림픽파크텔,
평화의 광장

2018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운영매뉴얼

2018

제1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6개 종목, 1,637명 참가

1993.5.7.~5.9.

국군체육부대, 학생중앙군사학교

제3회 곰두리문학상 및 미술대전 시상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1993.10.4.

세종문화회관

‘93 서울국제장애인복지용품전

장애인 편의복의 실제와 가능성: 장애인 편의복 패션쇼

1993.11.6.~11.10.

한국종합전시장(COEX)

제6회 릴레함메르 동계장애인올림픽

알파인스키 종목에 유인식, 정영훈 참가해 완주

1994.3.10.~3.20.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제1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sbs특집공개방송
각종게임 및 장기자랑

1994.4.20.

올림픽파크텔,
평화의 광장

제1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6개 종목(시범1종목), 1,733명 참가

1994.5.14.~5.16.

국군체육부대, 학생중앙군사학교

제6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9개 종목 선수 93명 참가, 금 48개, 은 28개, 동 17개로
종합 3위

1994.9.4.~9.10.

중국 북경

제4회 곰두리문학상·미술대전 시상 및 서울전시회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1994.9.13.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94 광주·전남장애인복지용품전

30개 업체 참가

1994.4.28.~4.30.

광주직할시 구동 체육관

제1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특별공연(극복의 한마당)
sbs특집쇼 및 놀이마당

1995.4.20.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한얼광장

제1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7개 종목, 1,695명 참가

1995.5.23.~5.25.

국군체육부대, 학생중앙군사학교

‘95 서울국제노인 및 장애인복지산업전

한·일 노인 정책 비교 세미나
장애아동을 위한 워크숍
특별초청강연
전국노인 장기자랑대회

1995.9.1.~9.5.

한국종합전시장(COEX)

제5회 곰두리문학상·미술대전 시상식 및 순회전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1995.10.25.~10.29.

세종문화회관

제1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특별공연(나눔의 한마당)
sbs특집쇼 및 놀이마당

1996.4.20.

잠실학생체육관,
체육공원

201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공무원 매뉴얼

2018

발달장애인용 생활법률 교재 형사편

2018
2018

배리어프리(BF) 주거매뉴얼

2011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교통수단편)

재화·용역 제공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2011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바리스타 업무 매뉴얼

2018

직업평가 사용매뉴얼(손기능평가도구편)

2011

이룸센터 맞춤형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201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무운영매뉴얼

2011
201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공원편)

2013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직무매뉴얼

2013

직무지원서비스 매뉴얼

2014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직무매뉴얼

2014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지원 매뉴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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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종목, 1,469명 참가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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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일자리 직무매뉴얼
Ⅷ(인식개선교육(보조) 강사)

2018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및
돌봄활동 사례집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및
돌봄활동 사례집

일본 고베

2017

2010

개정판

1989.9.15.~9.20.

퍼스트 잡(중증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
사업) 서비스 매뉴얼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복지시설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무운영매뉴얼

제5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2017

2008

2010~2018

2015~2018

연 1회 발간

장소

권리구제 실무자 가이드북

편의시설 매뉴얼 - 공공업무시설편

복지일자리직무매뉴얼Ⅰ,Ⅱ, Ⅲ, Ⅳ, Ⅵ, Ⅸ

일자

2017

2008

1권~2권

내용
육상 등 9개종목 114명 참가, 금 73개, 은 29개, 동
29개로 종합 4위

공공후견지원사업 실무자 가이드북

보조기구 교부사업 상담매뉴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매뉴얼

행사명

2017

연 2회 발간
온라인 뉴스레터

연 1회 발간

1989년~2007년

개인별지원계획 실무자 가이드북
2010~2019
2017~2018

비고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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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행사명

내용

일자

장소

제1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7개종목, 1,740명 참가

1996.5.14.~5.16.

국군체육부대, 학생중앙군사학교

제10회 애틀랜타 장애인올림픽대회

금 13개, 은 2개, 동 15개로 종합12위

1996.8.15.~8.25.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티

‘96 서울국제장애인복지산업전

47개 업체 참가

1996.9.25.~9.27.

한국종합전시장(COEX)

제6회 곰두리문학상·미술대전 시상식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1996.10.1.

세종문화회관

제1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특별공연(화합의 한마당)
노래자랑 및 놀이마당

1997.4.20.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한얼광장

제1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7개종목, 1,756명 참가

1997.5.20.~ 5.22.

국군체육부대, 학생중앙군사학교

제7회 곰두리문학상 및 미술대전 시상식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1997.10.7.

송파갤러리

‘97 서울국제장애인복지산업특별전

23개 업체 참가

1997.10.31.~11.4

호텔 롯데

제7회 나가노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김남제, 김미정 등 알파인스키 종목 참가

1998.3.5.~3.14.

일본 나가노

제1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연예인 공연, 각종 놀이마당

1998.4.20.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및
전면광장

제1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7개종목, 1,744명 참가

1998.5.19.~5.21.

국군체육부대, 학생중앙군사학교

제8회 대한민국 장애인미술대전·문학상 시상식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1998.10.7.

세종문화회관

제7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137명 참가, 금 31개, 은 26개, 동 27개로 종합 4위

1999.1.10.~1.16.

태국 방콕

제1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평화방송 특집쇼,각종 놀이마당

1999.4.20.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및
전면광장

제1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7개종목, 1,766명 참가

1999.5.25.~5.27.

국군체육부대, 학생중앙군사학교

제9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1999.10.14.

포스코문화갤러리

제2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평화방송 특집쇼,각종 놀이마당

2000.4.20.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및
전면광장

제2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7개종목, 1,867명 참가

2000.6.13.~6.15.

인천

제11회 시드니 장애인올림픽대회

금 18개, 은 7개, 동 7개로 종합9위

2000.10.18.~10.29.

호주 시드니

제10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2000.11.7.

과천시민회관

제2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평화방송 특집쇼,각종 놀이마당

2001.4.20.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및
전면광장

제2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7개종목, 2,020명 참가

2001.5.9.~5.11.

부산

제2회 아·태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

금 5개, 은3개, 동 2개로 종합 우승

2001.9.6.~9.10.

강원도 원주

제11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2001.11.2.

과천시민회관

제8회 솔트레이크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알파인스키 황상민 선수가 동계장애인올림픽 최초 은메달
2002.3.7.~3.16.
획득

미국 솔트레이크

제2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평화방송 특집쇼,각종 놀이마당

2002.4.20.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및
전면광장

IPC 세계 사격선수권대회

금 6개, 은 3개, 동 2개로 종합 2위

2002.7.4.~7.11.

경기도 화성

제8회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 개최

17개 전 종목 426명 참가, 금 62개, 은 68개, 동 60개로
종합2회

2002.10.26.~11.1.

부산

제12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2002.11.5.

과천시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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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내용

일자

장소

제2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평화방송 특집쇼,각종 놀이마당

2003.4.18.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및
전면광장

제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7개종목, 2,020명 참가

2003.5.14.~5.16.

충남

제13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2003.11.6.

과천시민회관

제2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KBS 특집공개쇼,각종 놀이마당

2004.4.20.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및
전면광장

제1회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4개종목, 150여명 참가

2004.2.23.~2.25.

춘천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7개종목, 2,291명 참가

2004.5.11.~5.14.

전북

제12회 아테네 장애인올림픽대회

금 11개, 은 11개, 동 6개로 종합16위

2004.9.17.~9.28.

그리스 아테네

제14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2004.11.3.

과천시민회관

제2회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3개종목, 80여명 참가

2005.2.17.~2.18.

춘천

제2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장기자랑대회 개최
각종 놀이마당

2005.4.20.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및
한얼광장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8개종목, 2,586명 참가

2005.5.10.~5.13.

충북

제15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2005.11.3.

과천시민회관

제2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장기자랑대회 개최
각종 놀이마당

2006.4.20.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및
전면광장

2006년도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

2006년도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 총 3회, 104명 수료 2006.3.~6.

이룸센터 외

제16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2006.11.17.

과천시민회관

제2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청계광장 서울개성마당

2007.4.20.

상공회의소,
청계광장

‘07 한·독 국제장애인 보조기구 심포지엄 및 전시회

한·독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7.4.18.~4.19.

서울 aT센터

2007년도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

2007년도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 총 5회, 196명 수료 2007.3.~6.

이룸센터 외

제17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2007.11.26.

과천시민회관

이룸센터 개관식

장애인보조기구 전시 및 시연회 등

2007.12.10.

이룸센터

2007년 농어촌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세미나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결과 및 향후
정책방향

2007.12.13.

교통회관

장애인 재활체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재활체육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

2007.12.14.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토론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 및 향후
2007.12.17.
추진방향에

서울 여성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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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행사명

내용

일자

장소

2008.4.18.

63빌딩, 서울광장 등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회원단체별 기념행사 개최

장애인일자리 우수 아이템 공모전 수상작 사업 발표회
및 수행기관 협약식

‘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 발표회 및 사업 수행기관과
시범사업위탁관리 협약 체결

2008.7.22.

이룸센터

‘08 시니어&장애인엑스포(SENDEX)

국제장애인심포지엄 개최, 보조기구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개최

2008.9.3.~9.6.

일산 KINTEX

2008 편의시설 공무원 직무교육

장애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공무원
2008.3. ~2008.10.
직무교육

2008 장애인정책포럼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성공전략

2008.10.30.

양재동 at센터

한·미 장애인정책포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착과제

미국장애인법(ADA)의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2008.11.12.

국회의원회관

뇌성마비 장애인 재활체육의 현실과 대안, 의료현황 및
뇌성마비 장애인 재활체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과제

2008.12.4.

장애인재활체육수요조사 토론회

장애인 재활체육수요조사 발표 및 발전방안 모색

제18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한국화, 서양화, 공예·조각 부문 등 수상

2009년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2009년도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지침 안내
교육

일자

장소

한·중·일 장애인 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2010

국회

제3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우수장애인생산품판매전,
회원단체별 기념행사 개최

2010.4.20.

63빌딩, KBS 광장

제1차 장애인 정책포럼

2010 장애인정책포럼-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2010.5.12.

이룸센터

제2차 장애인 정책포럼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

2010.7.21.

이룸센터

‘2010 Barrier Free Design 공모전’ 시상식

‘2010 Barrier Free Design 공모전’ 시상식

2010.8.26.

일산 KINTEX

자립생활센터 평가기준 마련 연구 세미나

자립생활센터 평가기준 연구에 관한 토론

2010.8.30.

이룸센터 누리홀

제3차 장애인 정책포럼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2010.9.30.

이룸센터

이룸센터

제20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2010.11.2.

대전재청문화전시관

2008.12.19.

이룸센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대회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방향, 우수기관 표창, 주요사업
경과보고 및 소개 등

2010.12.2.

도고파라다이스호텔

2008.12.9.

과천시민회관

제4차 장애인 정책포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 방안

2010.12.6.

이룸센터

2009.1.15.

이룸센터

201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설명회

’1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지침 안내

2010

이룸센터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상담소 운영방안 연구 세미나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상담소 운영방안에 관한 토론

2010.11.12.

이룸센터

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체계 확립방안 연구 세미나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

2010.11.25.

이룸센터

재활체육 제도화 방안 연구 세미나

재활체육 제도화 방안 의견 수렴

2010.12.7.

이룸센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미나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토론

2010.12.13.

이룸센터

뇌성마비인 직업재활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세미나

뇌성마비인 직업재활서비스 지원방안 연구에 관한 토론

2010.12.13.

이룸센터

척수장애인 의료지원체계연구 세미나

척수장애인 의료지원체계연구에 관한 토론

2010.12.16.

이룸센터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 세미나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에 관한
토론

2010.12.28.

이룸센터

제1차 2011 장애인정책토론회

장애인성년후견제 도입 의미 및 준비

2011.4.1.

이룸센터 누리홀

제2차 2011 장애인정책토론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창립 22주년 기념 토론회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2011.4.27.

이룸센터 이룸홀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회원단체별 기념행사 개최

2011.4.20.

백범기념관

제3차 2011 장애인정책토론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의 과제

2011.8.29.

이룸센터 이룸홀

이룸센터

'BF인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근거 및 필요성,
적용방법 등을 교육

2009.2.4.

백범기념관 대회의장

도시지역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세미나

‘도시지역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사업방향 논의
및 감사패 전달

2009.2.19.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009 장애인복지일자리 아이템 공모전 시상식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개발 등 최종 6개
아이템이 수상작으로 선정

2009.3.5.

이룸센터

제2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회원단체별 기념행사 개최

2009.4.20.

63빌딩, 서울광장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개최

20주년 기념동영상 상영, 재도약 결의문 낭송 등
기념식 개최 및 한국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학술대회

2009.4.28.

백범기념관

2009. 6.24.~6.25.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
서울올림픽파크텔

2009.7.17.

이룸센터

2009년 시각장애인 국제 안마, 마사지 세미나

안마사 및 안마사 양성기관 종사자, 맹학교 교사 참석

제1회 2009년 보조기구 정책세미나

해외 보조공학 정책 및 현황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실무자 세미나

장애인단체 직업재활 실무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2009.7.30.~7.31.

2009 장애인 미술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전시회

장애인 미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장애인작가
작품전시와 시연회 개최

대구 프린스호텔 본관

2009.9.18.

국회의원회관

2009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전문가 워크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검토 및 향후 추진방안

2009.9.23.

이룸센터

제19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2009.11.4.

서울미술관

장애인복지일자리 우수아이템·지원모델 시범사업
결과발표회

특수교육대상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 제시

2009.12.7.

이룸센터

보조기구 전시회 아테크페스티벌 (ArTech Festival)

테마별 생활공간 속 보조기구 시뮬레이터 시연,
헤드마우스 게임, 문화공연 등

2010년도 신규사업특별지원 사업추진 설명 및
우수사례 발표 세미나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및 향후 사업방향
소개

2009.12.9.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009. 12. 22.

이룸센터

보조기구 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선진화된 보조기구 지원 제도 도입 방안 논의 등

2009.12.23.

올림픽파크텔

시각·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선택에 관한
연구 세미나

시각, 청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선택에 관한 연구
발표와 관련 전문가 토론

2009.12.23.

이룸센터

2010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세미나

도입 3년차 BF인증제 정착 방향

2010.2.3.

서울여성플라자

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내용

장애인정책토론회 국제포럼

2009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세미나

314

행사명

제21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2011.10.25

서울시립 경희궁미술관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세미나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

2011.8.26.

이룸센터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토론회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장애인 주거복지의 정책방향 논의

2011.9.19.

이룸센터 누리홀

발달장애인 서비스 욕구와 시장분석 세미나

발달장애인 서비스 욕구와 시장분석 연구에 관한 토론

2011.11.23.

이룸센터

201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설명회

’1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지침 안내

2011.11.28

이룸센터

2011.11.29.

이룸센터

등급외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등급외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 연구에
세미나
관한 토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례관리 개선방안 연구 세미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 및 사례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

2011.11.30.

이룸센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대회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방향, 우수기관 표창, 주요사업
경과보고 및 소개 등

2011.12.8.

경주한화리조트

315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부록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행사명

내용

최근 3년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지급
실태분석연구 세미나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를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 논의

제4차 2011 장애인정책토론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발전방안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연구 토론회

장애인일자리사업종합평가연구에 관한 토론장애인일자리사업 동향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 등

2012년 제1차 장애인정책토론회

장애인 성년후견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논의

행사명

일자

장소

발달장애자녀 가족간의 네트워크를 구축지원

2014.5.20.

이룸센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기관 및 생산시설, 판매시설
지원방안

2014.6.20.

대전 리베라호텔

2014년 화요오픈세미나

장애아동 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

2014.6.10.

이룸센터 누리홀

2014 상반기 장애인정책토론회

한·중·일 장애인복지 현황 및 발전 방안

2014.6.12.

이룸센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민관합동 워크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및 생산유통시설
15곳에 상장과 상금 전달

2014.6.20.

대전 리베라호텔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규제개혁 관련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2014.6.30.

이룸센터 누리홀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훈·포장 및 장애인상 시상식 개최

2014.7.4.

63빌딩

2014년 화요오픈세미나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관한 논의

2014.7.8.

이룸센터 누리홀

몽골 장애인지원사업 워크숍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13~’22)의 행동전략인 인천전략
2014.8. 25.~4.29.
이행사업 점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교육

서울·인천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생산시설
97곳의 담당자 150명, 경기·강원지역 130여 곳의 담당자
150명 참석

라오스 장애인 지원사업 전문가 초청연수

라오스 장애인 지원사업 향후 사업방향 논의

아·태지역 장애전문가 역량강화 연수

일자

장소

2011.12.15.

이룸센터

발달장애자녀 가족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사업 발대식

2011.12.16.

이룸센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

2011.12.20.

이룸센터

2012.4.5.

이룸센터 누리홀

제3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회원단체별 기념행사 개최
우수장애인생산품 판매전

2012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아이템 공모전 시상식

최우수상에 보건복지부장관상과 부상 50만 원, 우수상과
장려상에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과 각 부상 30만 원, 10만
원을 수여

2012.4.26.

이룸센터

2012년 제2차 장애인정책토론회

여성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 논의

2012.7.4.

이룸센터 누리홀

제22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2012.9.5.

서울시립 경희궁미술관

한·중 장애인정책세미나

한·중 장애인복지정책의 최근 변화와 전망

2012.8.23.

이룸센터 누리홀

2012.4.20.

63빌딩,KBS 광장

내용

몽골 국립재활개발센터

2014.9.19.

이룸센터 이룸홀

2014.9.30.~10.2.

이룸센터

네팔과 동티모르 양국의 장애전문가들이 한국의 장애인
정책 강의 수강, 장애인 복지 현장방문

2014.10.27.
~10.31.

이룸센터

2014년 장애아동용 유모차형 휠체어 전달식

장애아동 및 가족 등 20여 명 참석

2014.11.4.

이룸센터

제24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2014.11.12

서울시립 경희궁미술관

2014 국제포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국제동향

2014.11.14.

이룸센터

자립생활센터 운영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 실태 및 지원방안

2014. 11. 18.

이룸센터 이룸홀

민간단체 국제협력 역량강화 워크숍

Post-2015 시대와 장애이슈, 그리고 인천전략

2014.
11.19.~11.21.

인천 스카이리조트

201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설명회 및 유공자 시상

최우수상 4명, 우수상 9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

2014.11.21.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이룸센터

우즈베키스탄 장애전문가 역량강화 연수

한국의 장애인 정책 강의 수강, 장애인 복지 현장방문

2014.11.24.~12.7.

이룸센터

2013.12.10.

이룸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 토론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에 관한 논의

2014.11.26.

이룸센터 이룸홀

장애아동 24명에게 5천만 원 상당 유모차형 휠체어 전달

2013.11.4.

63빌딩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마련 연구 공청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에 관한 논의

2014.12.4.

이룸센터 이룸홀

제23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2013.11.6.

서울시립 경희궁미술관

2014년 하반기 장애인정책 토론회

장애인 위기재난 대응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2014.12.17.

이룸센터 누리홀

장애인 편의증진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토론회

편의증진법 시행 후 현장적용과 과제

2013.11.28.

이룸센터 누리홀

발달장애인 일자리활성화 방안 세미나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2013.12.23.

국회 의원회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대회

성과평가 우수기관 시상

2014.
12.11.~12.12.

평창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

인천전략 워킹그룹회의

아·태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인천전략’ 실행안을
논의하는 실무회의

2014.3.5.

인천 송도 유엔에스캅
동북아지역사무소

2014 화요오픈세미나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방안 연구에 관한 논의

2014.3.11.

이룸센터 누리홀

장애인일자리사업 신규 담당자 교육

장애인일자리사업 전국 지자체 및 민간 수행기관 신규
담당자 50여명을 대상 교육 실시

2014.3.28.

이룸센터

2014년 편의증진 공무원교육

시각장애 및 지체장애 체험 등

2014.4.22.~4.25.

이룸센터 누리홀

2014년도 제1차 인천전략 국제협력추진단 회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등 전문가 참석

2014.5.16.

이룸센터

2012 제 3차 장애인정책토론회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논의를 위한 토론회

유엔 에스캅 정부간고위급회의(ESCAP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에 대한 평가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전략 ‘인천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

2012 제 4차 장애인정책토론회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대책 논의

2012.11.20.

이룸센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모범기관’시상식

해양경찰청, 한국남동발전 등 총 4개 기관에 시상

2012.12.26.

여의도 렉싱턴 호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및 기념
심포지엄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립배경 및 경과보고, 센터의
역할 및 주요 사업 내용 및 향후 발전방향

2013.2.27.

이룸센터 누리홀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회원단체별 기념행사 개최
꿈드래상품 전시·판매전

2013.4.18.

63빌딩,서울광장

2013 화요오픈세미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연구에 관한 논의

201.6.11.

이룸센터

2013년 제1차 장애인정책토론회

정신장애인 지원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2013.6.21.

이룸센터 누리홀

2013 화요오픈세미나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기초연구에 관한 논의

2013.7.30.

2013 화요오픈세미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의 의미와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

2013년 장애아동용 유모차형 휠체어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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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2012.9.14.

이룸센터 누리홀

2012.10.29.~11.2.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제2차 유엔 에스캅 워킹그룹 회의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2022)의 인천전략 이행

2015.3.2.~.3.3.

인도 뉴델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통한 취업 창업 지원 확대
워크숍

교육·복지·노동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2015.4.8.

국립특수교육원 대강당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회원단체별 기념행사 개최

2015.4.20.

63빌딩

2015 화요오픈세미나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이행 방향
에 관한 논의

2015.5.19.

이룸센터 이룸홀

2015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직업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식

직업평가에 대한 이론 강의, 실습지도, 평가도구 활용능력
수행평가 등

2015.5.29.

이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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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행사명

내용

일자

장소

2015년 화요오픈세미나

‘부모결연프로그램 parent to parent program'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와 토론

2015.7.14.

이룸센터 누리홀

꿈앤카페 경영지원 전문교육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위탁운영기관 30곳을 대상으로 교육

2015.7.17.

대전역 KTX산천 회의실

2015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안마수련교사
직무연수

신규 안마기법(실용안마)의 이해

2015.8.5.~8.7.

대전 유성호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찾아가는 세미나

'BF인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근거 및 필요성,
적용방법 등을 교육

2015.8.13.

광주역 무등산실

2015년도 아·태지역 협력국 역량강화 초청연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양국 정부 및 장애인단체의
장애전문가 20명 참가

2015.8.30.~9.9.

이룸센터 외

2015 장애청소년 직업재활을 위한 복지-교육 연계
시범사업 사업설명회

경기 고양, 파주지역 특수학교 중증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평가 및 현장실습 진행

2015.9.7.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5 유모차형 휠체어 전달식

장애아동 및 가족 등 20여 명 참석

2015.9.14.

이룸센터

몽골 국립재활개발센터 역량강화 초청연수

한국의 장애인 정책 강의 수강, 장애인 복지 현장방문

2015.10.6.~10.9.

이룸센터 외

제25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 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작품 전시

2015.10.22.

대학로 이음센터

2016 장애인일자리사업 설명회

201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에게 상장 전달 등

2015.11.30.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6.2.1.

대구센터

2016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설명회

2016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사업지침 및
사업운영방향에 대한 안내

2016.3.25.

이룸센터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6.3.31.

김대중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광주센터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회원단체 주관 단일행사 개최

행사명

일자

장소

2016년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욕구조사 간담회

시각장애 대학생의 직무개발 및 시청각장애인의 직무
욕구조사를

내용

2016.10.26.

천안 나사렛대학교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6.10.28.

전북센터(서광빌딩)

201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설명회 및 시상식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수행기관 및 참여자 시상, 2018년
사업 방향 소개

2016.11.17.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카페 'I got everything' 천안한들 문화센터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3호점 개소식

2016.11.18.

천안한들문화센터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6.11.24.

대전센터(대전도시공사 대강당)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6.11.30.

충북센터, 충북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6.12.6.

인천센터(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6.12.9.

제주센터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6.12.21.

전남센터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6.12.22.

경기센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6.12.28.

서울센터

카페 'I got everything' 인천서구청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4호점 개소식

2017.1.12.

인천서구청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7.1.16.

울산센터

카페 'I got everything' 속초정보스포츠센터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5호점 개소식

2017.1.18.

속초정보 스포츠센터

카페 'I got everything' 달서구청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6호점 개소식

2017.2.7.

달서구청

카페 'I got everything' 해운대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7호점 개소식

2017.2.15.

해운대 라뮤에뜨

카페 'I got everything' 제주도청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8호점 개소식

2017.3.8

제주도청

2017년도 제1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실무자역량강화 교육

2016년도 우수기관의 직접 방문하여 장애아가족
양육원사업 운영 전반 논의

2017.3.17.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6.4.20.

63빌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2016년도 사업평가와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간담회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2016.4.22.

이룸센터

2016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워크숍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역량강화와 장애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2016.5.12.

제주 탐라스테이호텔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6.5.15.

경남센터, 오피스프라자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

영국과 일본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략과
추진사례, 향후 계획

2016.7.6.

이룸센터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6.7.21.

부산센터, 동일타워

2017년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2017년 진행 사업 및 실적작성 안내와 실무자
커뮤니케이션

2017.3.20.

이룸센터

201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

15개 공공기관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판매시설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상금 수여

2016.8.19.

청주 오송행정타운

‘퍼스트 잡(First Job)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발대식

지역사회 내 사업체에서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퍼스트 잡(First Job) 사업발대식

2017.3.27.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호텔

발달장애인공공후견인제도 시행 3주년 점검 심포지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3년의 평가와 과제를

2016.9.1.

이룸센터 이룸홀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7.3.31.

경북센터, 안동 CGV

‘퍼스트 잡(First Job)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발대식

지역사회 내 사업체에서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퍼스트 잡(First Job) 사업발대식

2016.9.5.

경남 마산의료원

카페 'I got everything' 완산구청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9호점 개소식

2017.4.11.

완산구청

2016 유모차형 휠체어 전달식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25명에게 맞춤형 유모차 전달

2016.9.23.

광주 신애원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7.4.14.

충남센터, 천안컨벤션센터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6.9.27.

강원센터, 춘천 베어스호텔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소식 및 현판식 진행

2017.4.19.

세종센터

카페 'I got everything' 정부세종청사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1호점 개소식

2016.10.7.

정부세종청사

카페 'I got everything' 덕진구청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10호점 개소식

2017.4.20.

덕진구청

카페 'I got everything' 인천시청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2호점 개소식

2016.10.18.

인천시청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회원단체 주관 단일행사 개최

2017.4.20.

63빌딩

한국-싱가포르 공동 장애인정책 역량강화 연수

미얀마, 동티모르 등 아시아 10개국의 장애전문가 20명
초청

2016.
10.23.~11.12.

이룸센터 외

2017년 제2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실무자역량강화 교육

전년도 평가우수기관 현장방문하여 사업 노하우 공유

2017.4.21.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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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행사명

내용

일자

장소

카페 'I got everything' 원주 행구 수변공원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11호점 개소식

2017.5.18.

원주 행구 수변공원

카페 'I got everything' 홍성읍행정복지센터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12호점 개소식

2017.5.26.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카페 'I got everything' 전북 도청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13호점 개소식

2017.6.1.

전북도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인증서 수여식

BF 예비인증 1,000번째 교부 건축물(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인증서 전달+-

2017.7.4.

이룸센터

2017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보수교육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특성과 지원 및 상담사례

2017.7.12.

동자아트홀

카페 'I got everything' 양평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14호점 개소식

2017.7.17.

양평장애인복지관

아·태지역 장애전문가 역량강화 초청연수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장애인 관련 공무원과 민간단체
관계자 20명 참가

2017.8.27.~9.5.

이룸센터 외

개인별지원계획 사례컨퍼런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정의 주요 상황 공유 및 자문

2017.9.5.

대전 유성호텔

2017 유모차형 휠체어 전달식

장애아동 및 가족 등 20여 명 참석

2017.9.13.

이룸센터 누리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건축, 정보제공, 피난 등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

2017.9.15.

이룸센터 이룸홀

CJ CGV 장애인 자립 지원 기부금 전달식

CJ CGV ‘패스카드 나눔 Edition’ 판매수익금의 10%
기부금 전달

2017 장애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

2017.10.31.

국회 의원회관

카페 'I got everything' 정부대전청사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15호점 개소식

2017.11.13.

정부대전청사

카페 'I got everything' 강동구청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16호점 개소식

2017.11.15.

강동구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해외 개인예산제도의 한국적용을 위한 시사점 및 적용방안

2017.11.16.

서울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 토론회

장애인일자리사업 효과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2017.11.28.

이룸센터 이룸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세미나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에 관한 논의

2017.12.5.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2017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워크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기관(자) 포상 및
우선구매 종합 우수기관 사례 발표

2017.12.8.

베스트 웨스턴 서울가든호텔

2017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유니버설디자인의 흐름 및 향후 정책 과제

2017.12.15.

이룸센터 이룸홀

2017년 퍼스트 잡(First Job) 결과보고회

퍼스트 잡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 사업체 관계자, 장애인
훈련생 및 취업근로자 등 60여 명 참석

2017.12.20.

서울 롯데호텔

카페 'I got everything'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17호점 개소식

2017.12.28.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카페 'I got everything' 파주시청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18호점 개소식

2018.1.31.

카페 'I got everything' 아산중앙도서관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19호점 개소식

2018.3.5.

아산중앙도서관

카페 'I got everything' 로레알코리아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20호점 개소식

2018.3.14.

로레알코리아 본사

카페 'I got everything' 여주아울렛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21호점 개소식

2018.3.28.

여주 아울렛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회원단체 주관 단일행사 개최

2018.4.20.

63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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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2017.9.26.

행사명

일자

장소

카페 'I got everything'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22호점 개소식

2018.5.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카페 'I got everything' 영월군청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23호점 개소식

2018.5.25.

영월군청

여성장애인리더 초청 간담회

여성장애인리더 30여 명 초청, 의견 수렴

2018.5.30.

여의도 켄싱턴호텔

당사자 주도 서비스(Self-Directed Services) 세미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당사자 주도 서비스’
소개 및 적용가능성 모색

2018.7.2.

이룸센터 이룸홀

카페 'I got everything' 이천훈련원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24호점 개소식

2018.7.25.

이천훈련원점

2018년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보수교육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특성, 상담의 이해와 실제 등

2018. 9. 10.

이룸센터 이룸홀

카페 'I got everything' 건강보험공단본부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25호점 개소식

2018.9.11.

건강보험공단본부

카페 'I got everything' SK텔레콤원주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26호점 개소식

2018.10.1.

SK텔레콤원주

카페 'I got everything'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27호점 개소식

2018.10.22.

서울 어린이병원

카페 'I got everything' 한국시세이도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28호점 개소식

2018.10.31.

한국시세이도

카페 'I got everything' 울진구청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29호점 개소식

2018.11.1.

울진구청

2018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흐름 및 사례

2018.11.8.

KINTEX 제1전시장

카페 'I got everything' 횡성군청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30호점 개소식

2018.11.12.

횡성군청

카페 'I got everything' 광주시민체육관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31호점 개소식

2018.11.13.

광주시민체육관

지자체 공무원대상 공공후견지원사업 전문화과정
워크숍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이해 등

2018.11.17.

안중근의사기념관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세미나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공존방안 논의

2018.11.21.

이룸센터 이룸홀

카페 'I got everything' CGV광주첨단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32호점 개소식

2018.12.7.

CGV광주첨단

카페 'I got everything' 통영시청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33호점 개소식

2018.12.20.

통영시청

카페 'I got everything' 김해시보건소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34호점 개소식

2018.12.21.

김해시보건소

유니버설디자인환경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UD환경(공공디자인) 조성 및 BF인증 활성화

2018.12.26.

국회 의원회관

카페 'I got everything' 인천 중구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35호점 개소식

2018.12.27.

인천 중구 카톨릭사회복지회

카페 'I got everything' 덕진수영장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36호점 개소식

2019.1.18.

덕진수영장

카페 'I got everything' 울산광역시청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37호점 개소식

2019.3.15.

울산광역시청

2019 커뮤니티케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세미나

커뮤니티케어 주거부문 추진방향 등

2019.4.3.

국회 의원회관

카페 'I got everything' 충주국민체육센터점 개소식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카페
38호점 개소식

2019.4.12.

충주국민체육센터

이룸센터

파주시청

내용

321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부록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08.

연도별 주요 연구

1992 ~ 2007년

•장애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2007.

•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

•2007년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평가, 2007.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성별영향평가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 정비 및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연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방법 및 세부기준 연구, 1992.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7.

•여성장애인 의료지원체계 구축

•UN장애인 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세부기준 제정(안), 199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도구 개발, 2007.

•장애인차별 사례집

•중증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기술지원, 1997-1998.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성화 방안, 2007.

•장애인부모 자녀양육·교육지원 서비스 정책개발 연구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개선방안 연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기술지도서 제작, 1998.

•재활체육발전방안연구 보고서, 2007.

•시각장애인 직업선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뇌성마비인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지체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1999.

•일본 사이타마 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설계 가이드 북, 200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연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발전방안 연구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특별수송체계에 관한 연구, 1999.

•장애문화예술인의 실태조사(문학인과 미술인을 중심으로), 2007.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연구

•지체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1999.

•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 방안마련 공청회 자료, 2007.

•생활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방안

•자립생활센터 평가기준 마련 연구

•장애인주거환경 개선 매뉴얼(지체, 시각, 청각), 2000.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평가대회 자료, 200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도화 방안 연구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의 거주 후 평가 및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

•편의시설 설치실태 평가조사 연구, 2000.

•한·독 국제 장애인 보조기구 심포지엄 자료, 2007.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개선방안 연구

•가족중심의 장애아동 통합지원 체계구축연구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현황분석 및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

•20주년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_에너지부분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고수요 장애인보조기구 산업육성 전략 연구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실용성 분석에 관한 연구, 2001.
•편의시설 설치운영 기술지도 및 시설평가, 2002.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시설 접근권에 관한 연구, 2003.

2008년

•장애인 스포츠 지원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2003.

•장애인생산품인지도 및 공동 브랜드 도입에 관한 연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비용효과분석 연구

•장애인의 건강증진활동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2003.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장애인생산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방안 연구, 2004.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및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시각 및 청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연구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개발, 2005.

•200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2011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장애인취업 및 교육관련 욕구조사, 2005.

•가족중심의 장애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연구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중증장애인 및 가족 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장애인시책(일본)(2005)

•2008 장애인백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평가현황 분석 및 평가지표 연구

•아·태 국가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리 이행 측정지표 연구

•편의시설 설치실태 표준조사표 개발 및 평가조사 연구, 2006.

•장애인복지종사자 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궁능유적기관 편의증진 개선사업 연구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실태조사 및 평가보고서, 2006.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

•장애인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한국적 모델개발 연구, 2006.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농어촌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서

•재화·용역 제공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장애인 복지 일자리 모델개발 연구, 2006.

•가족중심의 장애인 아동통합지원 체계 구축 연구

•보조기구 인프라 구축사업 연구1-보조기구인증 및 등록 시스템 구축

•여성장애인 가족지원방안 연구

•장애인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및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보조기구 인프라 구축사업 연구2-보조기구 서비스 기초실태 및 수요추계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2006 편의증진 상담모음 및 법령계보, 2006.

•장애인정책포럼 자료집(편집본)

•편의 시설 매뉴얼 / 근린생활 시설편, 2006.

•한·미 장애인정책포럼 자료집

•재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2006.

•장애인재활체육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지역사회 중심형 장애인 캐어매니지먼트 체계개발 연구, 2006.

•뇌성마비장애인재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장애분야 통계자료 DB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2006.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지원 사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활동보조 서비스 매뉴얼 개발, 2006.

•편의시설 전수조사 (본권)최종보고서

•2010 장애인백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생산성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편의시설 실태 표준조사표 개발 및 평가조사연구, 2006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과정 안내서

•2010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생활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워크숍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장애인 자립지원 활성화 워크숍

•재활체육 제도화 방안 연구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와 시장분석 연구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연구(최종), 2006
•편의시설실태조사 및 향후발전방안, 200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과 세부 업무매뉴얼 개발보고서, 2007.

2009년

연구
•보조기구 인프라 구축사업 연구3-보조기구 법제도 개선제안 연구

2011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성과 및 치료유형별 사례 분석 연구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및 사례관리 개선방안 연구
•등급외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

2010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개선방안 연구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폭력피해 여성 장애인 상담소 운영방안 연구

•2011 KODDI 연구보고서 자료집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연구, 2007.

•장애인복지 종사자 재교육 연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인력 체계화 방안 연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장애인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2007.

•2009 장애인백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에 따른 서비스 조정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생산성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7.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지원방안 연구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공적급여 보조기구 지원효율화를 위한 한국형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1,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2007.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분석

•척수장애인 의료지원체계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법령 정비 및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연구

•장애인전문 인력 양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07.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연구

•한국척수센터 설립 운영방안 연구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2007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7.

•장애인통계집

•제3차 아·태장애인 전략기획단 사무국 운영(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최근 3년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지급실태분석 연구

•장애문화예술인의 실태조사, 2007.

•장애인단체 국고지원사업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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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략보고서)

•서울시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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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부록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장애인복지관의 재난방지를 위한 건축물 설계기준 및 피난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2013년

2014년

•발달재활서비스-특수치료지원 통합 방안 연구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해외장애인일자리 현황조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연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원 직무분석 및 직업배치 연구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연구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4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중고령 장애인 유헬스(U-health) 스마트 건강서비스 도입을 위한 욕구조사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지원 매뉴얼

•2014 KODDI 영문보고서

•장애유형별 직종현황조사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

•장애포괄적재난관리체계구축을위한기초연구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개편방안 연구

•2012 장애인백서

•발달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총구매액 적용제외 기준 마련 연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관실태분석을 통한 수가체계 개편 연구

•2012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해외 영유아 양육지원 프로그램 사례연구(PAT를 중심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후관리 평가 연구

•자립생활센터 운영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장애인단체 업무매뉴얼

•발달장애인 관점에서 바라본 이성관계의 의미와 실제 연구

•장애인구 추이 분석 및 장기 추계 전망을 위한 기초연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마련 연구

•제주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중증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방안 연구

•2015 장애통계연보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후천적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대응과제

•장애아동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제공 필요성 및 적용방안 연구

•중증장애인 및 가족 패널 기초연구Ⅱ

•2013 장애인백서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질의회신 사례집

•장애인 빈곤 및 생계에 대한 참여 조사 연구

•2013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체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개선방안 연구

•공적개발원조(ODA)의 장애주류화 방안 연구

•2013 장애인단체 정책연구 공모사업 요약 보고서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2013 KODDI 연구요약집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연구

•복지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 거주시설 모형 설계 연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방안 연구

•한·중·일 장애아동 가족지원 정책비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연구

•KBS 제3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요구 연구

•시설유형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등급설정에 관한 연구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사법·행정·선거에서의 장애차별예방 매뉴얼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자격기준 연구

•장애인 인식개선 가이드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 서비스 개편 방안 연구

•동아시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 사례 연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매뉴얼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기관 평가기준 및 지표 개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주류화 관련 제도 도입방안 기초연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평가체계 개발 연구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푸르메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수화통역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직무지원서비스 매뉴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개선방안 연구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장애인 권리협약과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연구

•꿈앤카페 바리스타 직무매뉴얼 개발 연구얼 개발 연구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복지 통합서비스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

•인천전략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 시트

•정부부문 취업 중증 시각장애인의 고용 안정 영향 요인 연구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성년후견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연구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 방안 연구

•장애인권리보장법에 관한 연구

•비장애 형제자매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직업재활서비스 표준모형 개발 및 원가분석 연구

•교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사례 분석 및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직업재활시설 평가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 및 지원방안 연구

•장애아 부모지원 가이드북 개발 연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평가체계 및 지표개선 연구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방안 연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연구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발달장애인 권리 및 복지지원방안 연구

•해외선진사례를 통한 직업재활센터 확대방안 연구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조사 및 기관평가를 위한 정책연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평가지표 개선 연구

•2014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작업지도원으로 어머니가 참여하는 전환기 발달장애인 일터개발 연구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및 운영방안 연구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장애인 자동차표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

•2012년 장애인정책기획단 연구자료집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2차년도)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 분석 연구

•Barrier-Free 공원 인증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및 직무매뉴얼 개발 연구,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정책 비교 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성과분석 연구

•활동지원급여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연구

•한·중·일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 비교

•2015 장애인백서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수정본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EU 및 OECD국가 장애인복지지표 연구

•2015 장애통계연보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전환서비스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장애인구 추이 분석 및 장기 추계 전망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013년 장애인 정책연구 공모사업 연구보고서 요약집

•인천전략 지표 측정 데이터 구축 연구

•2015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보고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교재 개발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건축법 개정 마련을 위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비용효과 분석 연구

•201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연구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정책 연구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의 인권 보장 제도 연구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별 적용가능성 연구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용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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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효관성·만족도 평가(제3차년도)

2015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계획을 위한 직업상담과 직업평가 매뉴얼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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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연구

•장애인 자살예방을 위한 사례연구

•2017 장애인백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방향 연구

•201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2017 장애통계연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지표개선방안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틀 개발 연구

•장애인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2017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보고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연구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중간평가 연구

•장애인패널 예비조사

•문화유적지 무장애 공간 조성 연구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최종견해 이행방안 연구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연구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평가 연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정합성 제고방안 연구

•체육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KOICA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추진방안 연구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권 지표개발 및 정책방안 연구

•2018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 확대 방안 연구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지원현황 실태조사

•장애인패널 조사

•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 사례 연구

•인천전략 이행 평가를 위한 조사 연구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및 지원체계 연구

•장애인패널조사 표본설계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자격기준 연구

•2016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

•새 정부 장애인 정책 주요 공약 분석

•수어통역사 활성화 방안 연구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

•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실태 정책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총구매액 적용제외 기준 마련 연구

•문화·예술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

•장애인 여가활동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달재활서비스 품질관리방안(제공인력중심)연구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정립 연구

•장애인 지원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연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후관리 평가 연구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총괄연구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및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장애개념과 범주에 관한 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재개발 및 강상양성체계 마련 연구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향 연구

•2017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

•장루·요루 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평가체계 개발 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평가체계 구축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개선방안 및 이행 지표 개발 연구

•인천전략 하반기 이행 및 POST 인천전략 대응방안 마련연구

•탈시설(발달장애인) 모델 개발 연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연구

•발달장애인 정책정보 접근성 제공에 관한 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효과성 분석 및 운영개선 연구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차별금지 법제 비교연구

•발달장애인 재활·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기관 운영방안 연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2,3차 병합) 작성을 위한 연구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서비스 개발 및 통합 운영방안 연구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장애아 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매뉴얼 개편 연구

•다문화가정의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발달장애 이해교육 하트해피스쿨 효과성 연구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급여 시범사업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추진과제 및 정책방향

•사회서비스 영역의 ICF 기반 장애평가 체계 비교연구

•현장수요연구-작업지도원으로 어머니가 참여하는 전환기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ICF 기반의 장애사정체계 활용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방안 연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효과성 분석 및 운영개선 연구

•이용자 선택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유연화 방안 연구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장애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연구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을

•자립생활주택 퇴거자 현황조사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2015 KODDI 연구요약집(국문)

일터개발 연구

2016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계획에 기반한 직업적응훈련과 취업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중심으로

(도로 등)

•2017 KODDI 연구요약집

•2015 KODDI 연구요약집(영문번역)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 해외 제도 분석 연구

•2017 KODDI 연구요약집(영문번역)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 청각장애인 중심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장루·요루 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정책방향

•201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선 연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환경 변화 연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예산지급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OECD국가 장애출현율 산출기준과 장애개념 관계성 연구: 한국, 호주,

직업재활 시설을 중심

•2016 KODDI 연구요약집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효율성 분석 및 발전방안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KODDI 연구요약집(영문번역)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평가체계구축 연구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선 연구

•2018 장애통계연보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제작
•2016 장애통계연보
•2016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보고서
•제주도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2017년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 시범사업(퍼스트 잡) 서비스
매뉴얼 개발 연구

2018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 연계 방안 연구

•장애인복지 패널 구축 연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평가체계 개선 및 적정기준안 연구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사업 현황 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연구

•장애인일자리사업종합평가연구

•복지·교육·고용 연계를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 연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세종시의 BRT활성화 방안 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연구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연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지표개선방안 연구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개선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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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 근거 주요 법안

1989. 04. 28.

재단법인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 설립, 김석원 회장

1992. 09. 17.

제2회 곰두리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취임(전 쌍용그룹 회장, 초대~제3대)

1992. 10. 15.

‘92 서울국제장애인복지용품전 개최

기능

1989. 05. 15.

제1차 이사회 개최

1992. 11. 26.

송파사회체육센터(현 서울곰두리체육센터) 건립 기공식

장애인정책연구 등 주요사업

1989. 08. 17.

본회 휘장 디자인 확정

1993. 02. 08.

용평초청 장애인스키교실 개최(이후 1995년까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1989. 09. 12.

제5회 극동 및 남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 참가(일본 고베)

1989. 10. 15.

IPC 창립총회 참가(서독)

1993. 03. 23.

대전세계박람회(EXPO) 주차장관리·운영

1989. 11. 23.

제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이후 2005년까지 매년

1993. 04. 20.

제1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주관

개최)

1993. 05. 25.

제1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989. 12. 30.

장애별 경기분과위원회 구성

1993. 07. 15.

한국장애인사이클경기연맹 창립

1989. 12. 30.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본회 설립 및 사업근거 명시

1993. 08. 20.

한국장애인탁구협회 설립

1989. 12. 30.

월간 「곰두리」창간(현 월간 「디딤돌」)

1993. 08. 24.

제41회 국제척수장애인경기대회 참가(영국 에일즈버리)

1990. 02. 20.

문화예술전문위원회 구성

1993. 10. 04.

제3회 곰두리 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1990. 03. 30.

의무전문위원회 구성

1993. 10. 16.

한국휠체어테니스협회 창립

1990. 05. 24.

제1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993. 11. 03.

‘93 서울국제장애인복지용품전 개최

1990. 06. 30.

법인 명칭

1994. 03. 08.

제6회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변경(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4. 04. 20.

제1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주관

90년 아센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1994. 05. 14.

제1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현재 역할
영역

추진 근거

설립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소득보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고용보장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접근권
차별금지
기타

주요 연혁

직업재활 및 일자리개발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

BF인증 및 UD환경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 모니터링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개최)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990. 07. 10.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1990. 07. 20.

“사랑으로 가는 길” 음반 제작(가수 13명, 9곡 수록)

1994. 09. 04.

제6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참가(중국 북경)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990. 07. 26.

제39회 국제척수장애인경기대회 참가(영국 에일즈버리)

1994. 09. 13.

제4회 곰두리 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1991. 04. 20.

제1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이후 매년 개최)

1994. 12. 07.

장애인문화예술 특별강좌 개최(이후 2012년까지 매년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1991. 05. 22.

개최)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SIREX) 개최(이후 1996년까지
매년 개최)

1994. 12. 07.

장애인복지용품산업디자인전 개최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1991. 05. 22.

제1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994. 12. 3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규정 법령제정 기초연구』보고서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1991. 07. 18.

제8회 특수올림픽대회 참가(미국 미네아폴리스)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1991. 07. 18.

제40회 국제척수장애인경기대회 참가(영국 에일즈버리)

1995. 01. 25.

쌍용곰두리장학기금 설치 및 장학금 지급(이후 매년 지급)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991. 10. 23.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제1회 곰두리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현

1995. 04. 18.

서울 곰두리체육센터 개관식 및 위탁운영 체결(송파구청)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2015년까지 개최,

1995. 04. 20.

제15회 장애인의 날 행사 주관

이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이관)

1995. 04. 28.

제 3대 김석원 회장 취임

제1회 장애인스포츠지도자 강습회 개최(이후 2004년까지

1995. 05. 23.

제1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매년 개최)

1995. 06. 26.

제9회 특수올림픽대회 참가(미국 뉴헤븐)

1992. 03. 22.

제5회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프랑스 티니)

1995. 09. 01.

‘95 서울국제노인 및 장애인복지산업전 개최

1992. 04. 20.

제12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주관

1995. 10. 25.

제5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1992. 04. 28.

제 2대 김석원 회장 취임

1995. 10. 28.

한국장애인역도연맹 창립

1992. 05. 07.

제1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995. 12. 20.

한국장애인유도회 창립

1992. 08. 28.

제9회 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스페인 바르셀로나)

1996. 03. 08.

일본 국제스키대회 참가(일본 나가노)

1992. 09. 13.

‘92 국제정신지체인경기대회 참가(스페인 마드리드)

1996. 03. 29.

제5회 아·태 농아인대회 참가(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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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4. 20.

제16회 장애인의 날 행사 주관

1996. 05. 14.

제1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996. 08. 15.

제10회 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미국 애틀란타)

1996. 10. 01.

제6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1996. 10. 31.

2000. 04. 20.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개정 「장애인복지법」제26조)

2004. 05. 11.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전북)

2007. 04. 18.
2007. 04. 20.

2007 한독 장애인보조기구 국제심포지엄 개최

제20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주관 및 제4회 올해의

2004. 05. 15.

제6대 이건희 회장 취임

장애극복상 시상

2004. 09. 17.

제12회 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그리스 아테네)

2000. 06. 13.

제2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주최(인천광역시)

2004. 11. 03.

제14회 대한민국장애인 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회

2007. 04. 23.

장애인일자리 아이템 현상 공모

‘96 서울국제장애인복지산업전 개최

2000. 08. 24.

제2회 특수올림픽한국대회 주관

2004. 12. 16.

2004 장애인체육상 시상

2007. 05~10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획득 지원(ISO 9건, 친환경마크

1997. 04. 15.

한국장애인사격연맹 창립

2000. 10. 13.

제11회 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호주 시드니)

2004. 12. 17.

장애인종합체육시설 1차 실시설계완료

1997. 04. 19.

제1회 올해의 장애극복상 시상(현 올해의 장애인상, 이후

2000. 11. 07.

제10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2005. 02. 18.

제2회 동계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007. 05. 0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재편 공청회 개최

매년 시상)

2001. 04. 20.

제2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주관 및 제5회 올해의

2005. 04. 20.

제2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주관 및 제9회 올해의

2007. 05. 11.

장애인재활체육 워크숍 개최

장애극복상 시상

2007. 06. 04.

2007년도 장애인일자리모니터링단 발대식

제2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주관 및 제11회 올해의
장애극복상 시상

3건, KS 1건)

1997. 04. 25.

한국휠체어농구연맹 창립

1997. 05. 20.

제1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001. 05. 09.

제2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주최(부산광역시)

2005. 05. 10.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충북)

2007. 06. 07.

한·일·베트남 장애인 국제 교류대회 참가

1997. 07. 01.

『장애인복지체육』 창간(반년간지)

2001. 06. 01.

제5대 이건희 회장 취임

2005. 10. 31.

장애인체육업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

2007. 06. 14.

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교육실시

1997. 07. 13.

제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2001. 07. 09.

제8기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개최

2005. 11. 03.

제15회 대한민국장애인 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2007. 06. 21.

상반기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1997. 10. 07.

제7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2001. 08. 27.

전국생활체육지도자 통합연수

2006. 01. 19.

2007 쌍용곰두리 장학생 선발

2007. 06. 27.

농어촌지역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술 지원

1997. 11. 13.

용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체결 (용산구청)

2001. 09. 05.

2001 FESPIC 양궁선수권대회 개최(강원도 원주)

2006. 02. 02.

제7대 차흥봉 회장 취임(전 보건복지부 장관)

2007. 07. 09.

장애인생산품인증제 플래시애니메이션 공모전 개최

1998. 03. 05.

제7회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일본 나가노)

2001. 11. 02.

제11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2006. 03. 16.

전국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2007. 07. 30.

이룸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1998. 04. 20.

제18회 장애인의날 행사 주관 및 제2회 올해의

2001. 12. 27.

한국장애인스키협회 창립

2006. 04. 03.

장애인 생산시설 실태조사 지원

2007. 08~10

재활체육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장애극복상 시상

2002. 03. 07.

제8회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미국 솔트레이크)

2006. 04. 20.

2007 전국장애인단체활동가대회 참가

1998. 05. 15.

용산종합사회복지관 준공식 및 개관

2002. 04. 20.

1998. 05. 15.

이건희 회장 취임(삼성전자 회장, 제4대~제6대)

1998. 05. 19.

제1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998. 10. 07.

장애극복상 시상

제2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주관 및 제10회 올해의

2007. 08. 27.

장애극복상 시상

2007. 09~11

장애인복지일자리시범사업 실시

장애극복상 시상

2006. 05. 01.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 운영

2007. 09. 13.

장애인일자리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2002. 07. 03.

IPC세계 사격 선수권대회 개최(경기도 화성)

2006. 08. 01.

편의증진 공무원 교육 실시

2007. 09. 28.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제도 인증기관으로

제8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2002. 10. 26.

제8회 부산아·태장애인 경기대회 참가

2006. 09~12

농어촌지역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술지원

1998 .10. 17.

‘88서울장애올림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2002. 11. 05.

제12회 대한민국장애인 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2006. 09. 21.

전국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

2007. 10. 10.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9. 01. 10.

제7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참가(태국 방콕)

2002. 12. 13.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경기도 이천)

2006. 09. 25.

장애인단체 실무자 간담회 개최

2007. 11. 0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인증심사단 위촉 및

1999. 03. 08.

제1회 삼성초청 장애인스키캠프 개최

2003. 04. 18.

제23회 장애인의 날 행사 주관 및 제7회 올해의

2006. 10. 27.

장애인일자리창출 포럼 개최

1999. 04. 20.

제1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주고나 및 제3회 올해의

장애극복상 시상

2006. 11. 17.

제16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2007. 11. 05.

한·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제22회 장애인의 날 행사 주관 및 제6회 올해의

지정(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심사위원회 개최

장애극복상 시상

2003. 05. 14.

제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충남)

2006. 11. 23.

직업재활시설 실무자 보수교육

2007. 11. 09.

2007 장애인보조기구 공모전 개최

1999. 05. 25.

제1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003. 06. 01.

제11회 하계특수올림픽대회 참가(미국)

2006. 12. 01.

직업재활기금사업 평가대회

2007. 11. 1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전담기관 선정

1999. 07. 26.

생활체육지도자강습회 개최

2003. 07. 21.

10기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연수

2006. 12. 19.

장애인문화예술 특별강좌 개최

2007. 11. 22.

하반기 장애인 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1999. 07. 26.

하계특수올림픽대회 참가(미국)

2003. 08. 19.

전국 생활체육지도자 통합연수

2007. 01. 29.

전국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활동보조지원사업 설명회

2007. 11. 26.

제17회 대한민국장애인 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1999. 08. 23.

생활체육수상스키교실 운영(이후 매년 실시)

2003. 11. 06.

제13회 대한민국장애인 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개최

2007. 11. 28.

장애인문화예술특별강좌 개최

1999. 10. 14.

제9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2003. 12. 02.

장애인문화예술 특별강좌 개최

2007. 02. 08.

2008 쌍용곰두리장학금 지급

2007. 12. 07.

장애인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1999. 10. 29.

제1회 특수올림픽한국대회 개최

2003. 12. 21.

제1회 FESPIC 유스대회 참가(홍콩)

2007. 02. 29.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서명 개방식 참가

2007. 12. 10.

이룸센터 개관

1999. 11. 24.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0년사」 출판기념회 개최

2004. 02. 23.

제1회 동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이후 매년 개최)

2007. 03. 26.

장애인주거환경세미나 개최

2007. 12. 10.

2007년도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평가대회 개최

2000. 02. 08.

제2회 삼성초청스키캠프 개최(보광 휘닉스파크)

2004. 04. 20.

제2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주관 및 제8회 올해의

2007. 03. 31.

한국장애인개발원 CI 개발

2007. 12. 13.

장애인주거환경개선 세미나 개최

2000. 02. 25.

한국장애인육상경기연맹 창립

장애극복상 시상

2007. 04. 11.

기타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2007. 12. 14.

장애인재활체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0. 03. 14.

법인 명칭변경(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장애인복지법」개정(설립근거 제26조→제29조)]

2007. 12. 1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시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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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열어가는 창(窓), We

2004. 05. 01.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설계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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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부록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2007. 12. 26.

‘사보연구소장상’ 수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담당자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자료의 상호 공유를 위한 MOU

2015. 10. 14.

라오스 장애인 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MOU 체결

체결

2015. 11. 26.

2015 장애인 정책 국제포럼 개최

부여(대전광역시청사)

2012. 06. 01.

장애인정책기획단 운영(6개 분과)

2015. 12. 29.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제 개편

2009. 01. 13.

고객서비스 헌장 제정 및 선포식 개최

2012. 08. 23.

한-중 국제 협력 세미나 개최

2015. 12. 31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장애인권리보장에

장애인차별금지법 UCC공모전 개최

2009. 02. 11.

2009년도 쌍용곰두리장학금 지급

2012. 11. 01.

유엔에스캅 정부간고위급회의 주관

2008. 04. 11.

법인 명칭 변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출범

2009. 02. 19.

도시지역 장애인주택개조세미나 개최

2012. 12. 03.

가족친화인증 획득(여성가족부 제2012-95)

2016. 01. 01.

부패방지를 위한 익명제보시스템 도입

2008. 04. 18.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주관 및 제12회 올해의

2009. 04. 20.

제29회 장애인의 날 행사 주관 및 제13회 올해의

2012. 12. 31.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공공기관의 정당한

2016. 02. 01.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이후 17개 광역지자체별

2008. 02. 11.

장애인식개선 슬로건 공모

2008. 02. 20.

2008 쌍용곰두리장학금 지급

2008. 03~10

편의증진 감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2008. 03. 12.

2008. 12. 29.

2012. 04. 25.

장애인상 시상

장애극복상 시상

2008. 05. 0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시험인증(대전광역시청사 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제1호 본인증

2009. 04. 20.

관한 국제인권규범 연구 30건)

발달장애인지역센터 순차 개소)

편의제공 이행방안 연구 외 37건)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거개선(집수리)사업

2013. 03. 27.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2016. 04. 04.

대구광역시지부·광주광역시지부 개소

MOU 체결(이후 매년 실시)

2013. 04. 16.

KT(IT 서포터즈) 직업재활과 IT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

2016. 04. 20.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훈·포장자 시상식 개최

체결

2016. 05. 20.

제1차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개최(연 3회 개최)

2008. 05. 23.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시행(보건복지가족부)

2008. 05. 29.

장애인생산품인증기관으로 지정(보건복지부)

2009. 04. 28.

한국장애인개발원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개최

2008. 06~11

농어촌지역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술 지원

2009. 06. 0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업무수행기관으로

2013. 05. 14.

한국동서발전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2016. 06. 14.

제9차 CRPD 당사국 총회 참석

2008. 06. 05.

장애인복지일자리 아이템 공모

지정(보건복지부)

2013. 06. 28.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무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2016. 06.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연 3회)

2008. 06. 09.

중증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교육

2009. 09. 14.

사외보 디딤돌 국제비즈니스대상(IBA) 수상

2013. 08. 16.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 보조일자리

2016. 09. 28.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기관 재지정(보건복지부,

2008. 07. 01.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실시

2009. 09. 25.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2008. 07. 15.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F인증) 본격시행(이후 매년

2009. 12. 31.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장애인행정도우미

2013. 09. 06.

직무분석 등 총 26건)

실시)

국토교통부)

개발을 위한 MOU 체결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기관으로

2016. 10. 07.

카페 ‘I got everything(아이갓에브리씽)’제1호
정부세종청사점 개소

재지정(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2013~2016)

장애인 복지인프라 개편관련 장애서비스센터 모의적용

2010. 01. 15.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 수행기관 선정

2013. 11. 07.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획득(노사발전재단)

2016. 11. 06.

강원도 지부 개소

사업 실시

2010. 02. 04.

국립특수교육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 체결

2013. 12. 31.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동아시아

2016. 11. 22.

인도네시아 직업재활 훈련을 통한 장애인 자립지원 MOU

2008.08~10

장애인복지일자리 우수아이템 시범사업 실시

2010. 05. 12.

제1차 장애인정책포럼 개최(연 4회, 이후 매년 개최)

2008. 09. 01.

제1대 이용흥 원장 취임

2010. 06. 09.

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 체결

2008. 09~12

도시지역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실시

2010. 06. 09.

2008. 09. 05.

보조기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장애인 보조기구

2008. 07. 24.

2008. 09. 24.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0. 07. 01.

장애인일자리 사업 체험수기 및 우수사례 공모

2010. 12. 31.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UN장애인권리협약

2014. 07. 04.
2014. 08. 09.

2017. 03. 29.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기관(변경) 지정(업무범위
확대)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 훈·포장자 시상식 개최

해외 발달장애 전문가(캐시 피커 테릴) 초청 강연회 개최

2017. 06. 30.

BF 예비인증 건수 1,000건 돌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F인증) 인증기관 지정(공원

2014. 11. 14.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7. 12. 31.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31건)

분야)

2014. 12. 11.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8. 04. 17.

제4대 최경숙 원장 취임

보건복지부-KBS 장애인인식개선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2014. 12. 23.

인천전략 국제협력추진단 회의 개최(연 2회, 이후 매년 개최)

2018. 04. 20.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 훈·포장자 시상식 개최

MOU 체결

2014. 12. 31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한·중·일 장애아동

2018. 06. 12.

장애인복지법 개정(제29조의 2 개발원의 설립근거 및

제2대 변용찬 원장 취임

부여(한국수자원공사 효나눔센터)

2011. 09. 15.

2011. 12. 31.

MOU체결

2014. 11. 13.

2011. 09. 01.

전국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17개 광역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세종특별자치시지부 개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제1호 예비인증

2008. 11. 20.

2016. 01.~12.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 훈·포장자 시상식 개최

2008. 10. 30.

장애인문화예술 특별강좌 개최

한·중·일 장애인복지정책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2017. 05. 08.

2011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지원단 위촉

2008. 11. 18.

발전 방향 수립 연구 외 32건)

2017. 04. 20.

2011. 07. 07.

2011. 12. 13.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장애인정책 중장기

인천전략 협력국 지원사업 몽골 현지워크숍(장애조기발견

중증직업재활지원사업 보수교육

한·미 장애인정책포럼 개최

2016. 12. 31.

및 개입) 실시

장애인단체 실무자 간담회 개최

2008 장애인정책 포럼개최

2014. 06. 12.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등 총 36건)

2008. 09. 30.

2008. 11. 12.

제1차 인천전략 워킹그룹회의 주관(인천 송도, 연 1회,
이후 매년 참석)

중증장애인생산품 네이밍 공모전 개최(꿈드래 선정)

2008. 09. 25.

2008. 10. 30.

2014. 02. 25.

충남교육청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 체결

체결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연구 외 39건)

사업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

가족지원 정책 비교 외 37건)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2011년

2008. 12. 09.

제18회 대한민국장애인 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사업 등 총

2015. 04. 02.

몽골 영유아 장애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MOU 체결

2018. 06. 28.

한국장애인개발원 혁신로드맵 10대 과제 발표

2008. 12. 1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대회(이후 매년 실시)

32건)

2015. 04. 20.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 훈·포장자 시상식 개최

2018. 12. 27.

제빵제과 직업훈련을 통한 미얀마 자립지원 MOU 체결

2008. 12. 12.

월간 「디딤돌」 200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삼성전자 eyeCan 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MOU 체결

2015. 09. 01.

제3대 황화성 원장 취임

2019. 01. 28.

한국보육진흥원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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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후기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30th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ement
Institute

1989 - 2019

장애인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창립 30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난 30년의 성장을 도와주신 장애계와 이 자리를 지

주년을 맞아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성장의 지침서로 삼고

켜준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자 준비한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가 장애인들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직원 모두의 행복을 담은 책이 되길 소
망합니다.         

그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과
정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늘 장애인들과 함께하며 여러 가지 제도의 도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편찬위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영본부장

입과 시행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2008년 4월 11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기관명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변경하고, 지난 2018년 5월 28일
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사업영역이 명시되는 등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이
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장애계의 지지와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0년사 편찬위원회

최웅선

편찬위원장
최웅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선은 항상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향해왔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에는 이 과정을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최
대한 진솔하게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30년사』 편찬위원 일동

편찬실무위원장
박영순
편찬위원
고귀염
고명균
김교형
김인순
김정희
서수미
이규익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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