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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WHO world health survey (2002-2004)에 의하면 세계 15세 이상 인구의

15.6% (약 7억8500만)가 장애인이고, WHO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00-2004)에의하면세계 15세이상인구의 19.4%(약 9억7800만)가장애인이

라고합니다. 위장애인추정숫자는, 2004년세계인구를 64억, 15세이상인구

를 50억4000만으로추정하 을때의추정치입니다. 2010년세계인구추정치

69억을기준으로하면(15세미만까지포함하여) 현재의세계장애인숫자추정

치는 10억이넘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은, 세계의장애인문제를

소수자의문제로만볼수없는현실이되게하 습니다.  

2012년 10월, 한국인천송도에서는, UNESCAP 총회가개최됩니다. 총회에

서는지난 10년간일본이주도했던제2차‘아태장애인10년’을평가하고, 한국

정부주도로 2013년부터 10년간추진될제3차‘아태장애인10년’에관해논의

하게됩니다. 세계적으로장애인에대한인식이크게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아직도장애인이존중받아야할인격체이자권리

의주체라는인식이부족한상태입니다. 이와같은시기에한국장애인재단이

장애관련외국문헌의번역출간사업의일환으로세계보건기구(WHO)와세

계은행(World Bank)이공동으로펴낸세계장애보고서의한국어판을발간하

게된것은참으로의미있는일이라생각합니다. 

이보고서는, 장애인숫자의추정근거를비롯하여, 세계의장애발생현황은

물론, 장애의개념, 장애발생원인과환경, 장애와건강, 보조와지원, 각종환경

과장벽, 재활, 교육, 고용등, 장애와장애인의전반적인문제에관한, 전세계

의최신정보자료를제공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장애와장애인문제에

관한구체적인대처방안을, 권고사항형태로,  상세하게다루고있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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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그서술은, 장애인의인권보장, 장애인의사회통합,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라는입장에서고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이보고서의권고사항들

이 2021년까지이행될것을희망하고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에재검토될

것이예정되어있습니다. 

이보고서는전세계의장애인과장애인단체는물론, 장애관련전문가, 장

애관련업무종사자, 정부를비롯한장애관련법률과정책입안자, 장애관련

자료조사자, 장애관련연구자, 시민사회단체들에게유익한정보자료가되리

라생각합니다. 이보고서가한국장애인당사자의활동현장, 장애관련학술

현장등에널리보급되어장애인과비장애인모두가장애에대해깊이이해하

는데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또한이보고서출간을계기로, 복지·재활에

초점이맞추어진국내장애관련출판물이그 역을확대하고장애관련정보

의다양성과접근성이이루어지기를기대합니다.

현대사회를살고있는사람들은, 누구나, 자연재해, 질병, 노령화등헤아릴

수없이많은장애발생의위험에노출되어있습니다. 그누구도장애로부터

완전히자유로울수는없습니다. 장애발생의예방과함께어떻게하면장애인

이장애로부터자유로운삶을살수있을까를생각해볼시기입니다. 장애인

에대한편견은물론장애인에대한물리적, 사회적, 문화적장벽을제거하여

장애인이장애를의식하지않고살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할것입니다. 한

국장애인재단도주어진사회적책임을다하며장애가장애되지않는세상만

들기에앞장설것입니다.  

끝으로세계장애보고서의한국어판발간을흔쾌히수락해주신WHO Press

관계자여러분들과긴시간번역에수고를아끼지않으신전지혜님, 박지

님, 양원태님의노고에감사의말 을전합니다. 출판을맡아주신올벼출판사

최강문대표님께도감사의말 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3월 ,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송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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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이번에세계보건기구와세계은행그룹이공동발간한세계장애보고서를한

국장애인재단이한 로번역하여출간한데대해진심으로축하드리며, 환

하는바입니다. 

이보고서는 2008년 5월에발효된UN장애인권리협약을구체적으로실천할

수있는혁신적인정책과프로그램에관한매우중요하고도필요한내용과정

보, 그리고각종자료들을폭넓게제공하고있습니다. 이보고서에담겨있는

내용들을간단히살펴보면우선, 장애에대한개념과전지구적인장애실태를

상세히알려주고있습니다. 그런후, 장애에대한대처실태와문제들을장애

인권리협약에있는 역별로조목조목잘정리하여 보여주고있습니다. 즉,

일반적인건강보호 역, 재활 역, 공적·사적부조와지원 역, 공간과제

도및법적장치를비롯한제반환경의활성화 역, 교육 역, 노동과일자리

역등이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다양한개선방안을구체적으

로제안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보고서는장애인당사자뿐만아니라비장애인, 그리고장애관련

정책결정자들과실천가들이장애가개인과사회에미치는 향에대해더잘

이해하게하고, 그실천방법을알게하는데커다란기여를하고있습니다. 특

히이보고서는장애인들이직면하는인식적, 물리적, 의료적, 재정적, 참여적

장벽들과사회와국가의편견과무관심의제거를강조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보고서가강조하는대로적절하게이러한장벽들과편견과무관심에대처

해야합니다. 그런점에서, 이보고서는깊은사고도중요하지만더나아가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수준에서함께실질적인행동을할것을권고하고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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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이보고서는장애분야에관여하는장애인당사자와그가족뿐만

아니라모든정책결정자들, 실천가들, 연구자들, 옹호자들과자원봉사자들에

게도매우유용할것으로생각합니다. 부디, 쉽게읽을수있도록한이보고서

한 판이널리보급돼읽힘으로써 UN장애인권리협약의정신이우리사회에

서도하루빨리구현되길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보고서를번역하고출판하는데열과성을쏟으신모든분들과

한국장애인재단관계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 을전합니다. 

2012년3월초봄, 관악기슭에서

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 조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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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보고서발간을환 하며

장애가성공에장애물이되지는않는다. 나는

운동신경원질환을 가진 채 대부분의 성인기를

보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천체 물리학에서 놀라운 학문적 업적을

쌓는데방해가되지는않았다. 

세계장애보고서를읽으면서나자신의경험과

상당히많이연관된내용을발견하 다. 난, 1등급

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어서혜택받은사람이

었다. 난, 존엄성을유지한채편안하게생활하고일할수있도록해주는활동보

조인들에의존한다. 내집과작업장은내가접근할수있도록만들어졌다. 컴퓨

터전문가들은내가강연을하고 을쓰고다양한청중들과의사소통할수있

도록보조적의사소통시스템과음성합성기로나를지원해주고있다.

하지만여러모로나는행운아 음을깨닫는다. 이론물리학에서이룬업적으

로나는훌륭한생활을누릴수있도록지원받을수있었다. 전세계의대다수

장애인들이생산적인고용과개인적성취는고사하고매일매일의생존을위해

힘든시간을보내고있는것은분명하다.

나는이첫번째세계장애보고서를환 하는바이다. 이보고서는우리의장

애에대한이해그리고장애가개인과사회에미치는 향에대한이해에커다

란기여를하고있다. 이보고서는장애인들이직면하는태도적, 물리적, 재정적

장벽들을강조하고있다. 우리는이러한장벽들에충분히대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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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우리에겐참여의장벽을제거하고, 장애인들의폭넓은가능성을열어

줄충분한재정과전문기술을투자해야할도덕적책임이있다. 전세계의각국

정부들은건강, 재활, 지원, 교육, 고용등에있어서접근성이보장되지못하고,

빛날기회를얻지못하는수억명의장애인들을더이상간과해서는안된다.  

이보고서는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수준에서의행동을위한권고를한다. 그

러므로이보고서는장애분야에관여하는정책결정자들, 연구자들, 실천가들,

옹호자들및자원봉사자들에게도매우유용한도구가될것이다. 장애인권리협

약을시작으로그리고오늘이세계장애보고서의출판과더불어, 금세기가장

애인들의사회통합을위한전환점이되기를희망한다.

Stephen W Hawking

스티븐호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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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전세계적으로 10억이상의사람들이장애를갖고살아간다. 그들중거의 2

억명의사람들은상당한정도의기능상의어려움을경험한다. 수년이내에는

장애가더욱높은관심을끄는주제가될것이다. 왜냐하면그출현율이증가

하고있기때문이다. 장애출현율의증가는전세계적으로당뇨, 심혈관질환,

암, 정신건강장애등만성적인건강상태의문제들이증가하고있을뿐만아

니라인구의고령화와노년층의장애발생위험도의증가로인한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열악한 건강상태를 보이고,

교육성취도는낮으며, 더낮은경제활동참여율및더높은빈곤율을보이고있

다. 그이유는부분적으로는장애인들이정보뿐만아니라건강, 교육, 고용, 교

통을포함하여오랜세월우리들다수가당연히누려온서비스이용에있어장

벽을경험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어려움은소외된집단들에서더욱악화

된다. 

2015년새천년개발목표의핵심인, 오래지속되고거대하며더나은개발전

망을달성하기위하여우리는반드시장애인들의역량을강화해야하며, 장애

인들이질높은교육을받고적합한직업을찾고, 그들의목소리를내는등의사

회참여를하는데있어장애가되는장벽들을제거해야한다.

결과적으로세계보건기구와세계은행그룹이함께본세계장애보고서를제

작하 고, 장애인들의삶을향상시키고, 2008년 5월에발효된UN장애인권리협

약의실천을촉진시킬수있는혁신적인정책과프로그램에관한자료를제공

하고있다. 이획기적인국제조약은우리의장애에대한이해를인권차원으로

격상하고개발의우선순위를두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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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계장애보고서는정부및시민사회단체와장애인당사자조직등모든

관계자에게장애인과더넓은사회에이익이되도록무장애환경을만들고, 재

활및지원서비스를개발하고, 적절한사회적보호를보장하고포괄적인장애

정책과프로그램을만들고, 신규및기존의기준이나법률이시행되도록방법

을제시한다. 장애인은이모든노력의중심이되어야한다.

우리가지향하는목표는우리모두가건강하고편안하고존엄한삶을살수

있는통합적인세상에있다. 여러분들이이러한목표의실현에도움이되도록

이보고서의자료를사용하기바란다. 

Dr. Margaret Chan Mr. Robert B Zoellick

세계보건기구사무총장 세계은행그룹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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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장애를가진많은사람들은보건의료, 교육, 고용기회에관한동등한접근

성을갖고있지못하다. 또한그들이필요로하는장애와관련된서비스들을

받지못하는실정이고, 일상생활활동에서도배제당하고있다. UN장애인권리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발효에이어장애는점차인권의문제로이해되고있다. 또한장애

인들이비장애인에비하여열악한사회경제적성과와빈곤을격고있다는증

거들이늘어나고있는상황에서장애는중요한개발문제이기도하다. 

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장애이슈에관한인식과과학적정보는부족하다.

장애의정의에대한합의도없으며, 장애의발생률이나분포나동향에대하여

국제적으로비교할수있는정보도거의없다. 각국장애인의욕구에관한정책

및대응책의개발방법에관하여편집하고분석할문서자료도극히드물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세계보건회의(World Health Assembly)(의안번호

58-23 ‘장애, 예방, 관리, 재활을포함하여’)는세계보건기구사무총장에게최선

의활용가능한과학적증거자료에바탕을둔세계장애보고서를제작할것을

요청하 다. 그리고세계장애보고서는세계은행과협력하여제작되었다. 왜냐

하면이전의경험을통해볼때, 기관간의협력이인식과정치적의지와분야를

망라한실천행동들의증진에도움을주었기때문이다. 

세계장애보고서는 정책개발자들, 실천가들, 연구자들, 학자들, 개발기구들,

시민사회를대상으로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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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보고서의전반적인목표는아래와같다. 

■최대한이용가능한과학적정보에바탕을둔, 장애의중요성에대한포괄적

기술과제시된대응책들에대한분석을정부와시민사회에제공하는것이

다. 

■이분석에기초하여국가적국제적수준에서이행할권고사항을만들어내

는것이다. 

보고서의내용
보고서는접근성과기회균등, 참여와통합의증진, 장애인의자율과존엄의

존중을향상시킬수있는방법들에초점을둔다. 1장에서는장애와같은용어

들을정의하고, 예방과윤리적고려사항들에관해논의하고, 기능ㆍ장애ㆍ건강

에 관한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와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소개하고, 장애와인권이나장애

와개발에대하여논의한다. 2장에서는장애출현률에대한자료를검토하고

세계적으로장애인들의상황이어떠한지알아본다. 3장에서는장애인들의주

류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탐색한다. 4장에서는치료와보조장치를포함

한재활에대하여논의한다. 5장에서는지원과보조서비스에대하여조사한

다. 6장에서는건축물, 교통등에대한물리적접근성과정보통신기술가상환

경에대한접근성모두를의미하는통합적환경(inclusive environments)을탐색

한다. 7장에서는교육에대하여논의하고, 8장에서는장애인의고용을다룬다.

각장에서는권고사항들을다루고있는데, 이는 9장에서폭넓은정책과실천

상고려사항들을제공하기위해함께정리된다. 



과정
이 보고서작성은 자문위원회와 편집회의에 의해 진행되었고, 3년이 넘는

시간에걸쳐제작되었다. 세계보건기구와세계은행은이과정전반에걸쳐사

무국으로서의역할을수행했다. 편집회의에서준비한개요를기초로소수의

저자들이각장을집필하 고, 전세계의광범한전문가들과협력하여작업하

다. 가능한경우에는장애인당사자들이전문가내지는저자로서참여하

다. 다양한 역으로부터그리고전세계의모든지역으로부터거의380여명의

기여자들이이보고서용텍스트를작성하 다. 

세계보건기구지역사무국이조직한지역자문들은각장의초고에덧붙여

내용을입력하면서재검토를하 고, 지역학계, 정책결정자, 실천가및장애인

들이관여하 다. 이러한자문을통해, 전문가들은전체적인권고사항들을제

안할기회를가졌다(9장참조). 편집인들은인권과이용가능한증거자료를기

초로원고전체를수정하 고, 장애인당사자조직들의대표를포함하는외부의

동료심사자들의검토를받았다. 최종적으로는세계은행과세계보건기구에서

원고를재검토하 다. 

이보고서에제시된권고사항들은 2021년까지유효할것으로기대된다. 그

때가되면제네바에있는세계보건기구의폭력 및 부상예방과 장애 관할부서

(Department of Violence and Injury Prevention and Disability)에서보고서의

재검토를시작할것이다. 

앞으로나아가며
이세계장애보고서는장애인들의참여와통합을증진시키는데요구되는단

계들을제시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와세계은행과모든저자와편집인들의

열망은이보고서가모든수준과모든 역에서구체적행동에기여하여전세

계장애인들의사회경제적개발과인권성취에도움이되었으면하는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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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장애가있는흑인여성이에요. 어떤사람들은나를보고얼굴을찡그

리고나를따돌리기도해요. 사람들은내얼굴만보고서나를잘대해주지않기도하지

만, 나와이야기를나누어보면상황이나아지기도하죠. 누구든지장애를가진사람에

대해판단을내리기전에먼저그들과이야기를나누어봐야해요.”Haydee

“아침에 침대 밖으로 나오기조차 힘들만큼 심한 고통을 느끼며 일어나는

걸상상할수있나요? 아주간단한하루하루의일상활동을하는데에도도움이필요할

정도로고통을겪는걸상상할수있나요? 간단한직무를수행할수없다는이유로직

장에서해고당하는것을상상할수있나요? 그리고마지막으로당신의어린아이가안

아달라고울고있고당신은뼈와관절의고통때문에아이를안아줄수없는상황을상

상할수있나요?”Nael

“내인생은나의어여쁜두아이를빼놓고이야기할수없어요. 애들은나

를휠체어에앉은사람이아닌엄마로보죠. 그애들은나에대해또우리의인생에대

해판단하려고하지않아요. 그런데지금이러한것들은변하고있어요. 학교, 공원, 상

점들에대한물리적접근성이나다른부모들의태도, 하루에8시간의활동보조를필요

로하는내현실로인해, 아이들과함께하고자하는나의노력들이제약을받기때문

이죠. 난내아이들의친구집에들어갈수도없어요. 애들이다놀고나올때까지밖에

서기다려야하죠. 난 학교의모든교실에도들어갈수없어서많은다른학부모들을

만나지도못했어요. 공원한가운데있는놀이터에도갈수없고, 애들이참여하고싶어

하는체육행사에도도움을줄수없어요. 다른부모들도나를다르게대해요. 한학부

모는내아들이그녀의아들과같이놀지않길바랐는데, 왜냐면내가그녀의집에들

어갈수없어서아이들을돌볼수가없기때문이었죠.”Samantha 

“버스노선의출발점부근에서나는버스에승차해요. 첫승객들중한사람

인셈이죠. 사람들이계속버스에오르고, 그들은자리를찾아요. 내보청기를응시하

고나서는시선을빠르게돌려버리고계속나를지나쳐버리죠. 장애인이실제로사회

의구성원이되어, 활동보조를받아모든유치원과학교에서교육을받고, 특수한시설

이아닌지역사회에서살고, 어느곳이건접근이가능한장소와위치에서일하고, 공공

장소에도완전한접근할수있을때라야비로소사람들도버스에서우리들옆에앉는

걸편안하게느낄거예요.”Ahiy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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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대한이해

장애는인간조건(human condition)의 일부이다. 대부분

의사람들은삶의특정시점에일시적으로나 구적으로손상을경험

하게된다. 또한노년기까지살아남는사람들은기능상의어려움이

점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확대가족(extended

families)에는장애인구성원이한명쯤있고, 많은비장애인들은장애

를가진그들의친척이나친구를돌보고지원할책임을지고있다.(1-3)

어느시대든지장애인들을어떻게지원하고통합시키는것이최선의

방책인가에대한정치적ㆍ도덕적논쟁은있어왔다. 사회의인구구조

가변화하고, 더많은사람들이노령까지생존하게되면서이화두는

더욱민감한사안이되었다.(4)

장애에대한대응은, 1970년대이래로장애인당사자들의자기조직

화에의하여광범위하게촉발되었고,(5,6) 장애문제를인권문제로바라

보는경향이늘어나면서(7) 계속변화해왔다. 역사적으로장애인들은

주로수용시설과특수학교(8)에장애인들을분리시키는대응책들을통

해부양되었다. 그러나현재정책의방향은지역사회통합과교육적

통합으로전환되었고, 의료적인관점에만주안점을두었던해결책들

은신체뿐만아니라환경적인요인들에의해서도누구나장애인이될

수있음을인식하는더욱상호작용적인접근법으로이행되었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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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기회균등에관한유엔의표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같은국가적또는

국제적인 의안들이 UN장애인권리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채택으로 2006년에절정에이르면

서장애인들의인권을통합정리하 다. 

이세계장애보고서는UN장애인권리협약의실행을촉진시키기위한증거자

료들을제공한다. 보고서는전세계장애인들이처한환경을기록하고, 건강및

재활에서교육과취업에이르는장애인들의사회참여를증진시키는방법들을

탐색한다. 이장에서는장애에대한인권적접근방법, 장애와발전사이의교차

점, 기능·장애·건강에대한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등의주요개념을소개하면서장애에대한일반적인

내용을다루고, 장애인들에게불이익을초래하는장벽들을탐색한다. 

장애란무엇인가?

장애는복잡하고동적이며다차원적이고논쟁이많은개념이다. 최근수십

여년간장애인운동(6, 10)은사회과학과보건학분야(11, 12)의많은연구자들과함께

장애에있어서사회적·물리적장벽들의역할을확인해왔다. 장애에대한개인

적·의료적관점에서구조적·사회적관점으로의전환은 ‘의료적모델’에서 ‘사

회적모델’로의전환으로표현되었는데, 누구나신체의문제로장애인이되는

것이아니라사회에의해장애인이될수있는것이라고보았다.(13)

의료적모델과사회적모델은종종이분법적인것으로표현되지만, 장애라

는것은순수하게의료적인문제만도아니며, 순수하게사회적인문제만도아

니다. 장애인들은그들의건강상태로인하여나타나는문제들을경험할수도

있다.(14) 장애의이상이한면에대하여적절한무게감을실어주면서균형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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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하는것이필요하다.(15, 16)

이세계장애보고서에서개념의틀로채택하고있는 ICF에서는, 기능과장애

를, 건강상태와개인적환경적상황요인들의역동적인상호작용으로이해한

다. (Box1.1참고).(17) 생체－심리－사회적모델 (bio-psycho-social model)로나아간

다면, ICF는의료적모델과사회적모델간의타협이가능함을보여준다. 장애

는손상, 활동제한, 참여제약을포괄하는용어이며, 개인(장애와연관되는건강

상태가있는)과그개인의상황적요인들(환경적요소들과개인적요소들) 사이

의상호작용의부정적인측면을언급하고있다.(19)

UN장애인권리협약은서문에서장애가 ‘진화하는개념’임을인정하고있다.

또한 ‘장애는손상을가진개인과그개인을둘러싼태도적환경적장벽들사이

의상호작용의결과’라고강조하고있다. 이러한장벽들은 ‘장애인이타인과동

등한위치에서완전하고도효과적으로사회에참여하는것을가로막고’ 있다.

장애를하나의상호작용의결과라고정의하는것은, 장애가그개인의속성이

아니라는것을의미한다. 일상의삶속에서장애인들을가로막는장벽들에적

절히대처함으로서장애인들의사회참여를향상시킬수있다. 

BOX 1.1 환경적요인에대한새로운강조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국제분류(ICF)(17)는 장애에 대한 측정과 이해를 발전시

켰다. ICF는 학계와 의료진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오랜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18) ICF는 장애를 만들어내는 환경적 요인을 강조한

다. 이 점이 이전의 분류체계인 손상·장애·사회적 불리)에 대한 국제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ICF에서는 인간의 기능 문제를 세 가

지서로연관된 역으로분류하고있다. 

손상(Impairment) : 신체 기능 상의 문제 또는 신체구조의 변형을 의미한다. 마

비나시각장애를예로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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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s) :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의미한

다. 걷기나먹기와같은것을활동의예로볼수있다. 

참여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s) : 모든 삶의 역과 연관된 문제를 의미한

다. 고용 상의차별이나대중교통이용의차별에직면하는것이예가될수있다. 

장애 (Disability)는 기능의세가지 역모두에서또는어느한 역에서마주

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ICF는 신체기능, 활동, 참여, 환경의 편의와 같은, 기능

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ICF는 중립적 언어

를 사용하며 장애의 유형과 원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체적인 문제인

지, 정신적인문제인지구분하지않는다는것이다. 

건강상태(Health Condition)란 질병, 상해, 이상상태(부전)를 의미한다. 반면

손상이란 신체기능 및 신체구조의 저하를 의미하며, 종종 건강상태의 징후나 조

짐으로서간주된다. 

장애는 아래 표에서 보이듯이, 개인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로 구

성된상황요인들이상호작용한결과이다. 

ICF에대한설명

ICF는 환경요인의 분류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 환경요인은, 서로 각기 다른 수

준의기능을가진사람들이살아가고활동하는세계를의미한다. 이 요인들은 (환

경속에 처한 개인에게) 촉진제가 될 수도 있고 장벽이 될 수도 있다. 환경적 요인

에는 제품과 기술, 자연적인 환경과 인공적인 환경, 지원과 관계, 태도, 서비스,

시스템, 정책들이모두포함된다. 

ICF는 또한 동기나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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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얼마나 많이 사회에 참여하는가에 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요인들은

아직 개념화되거나 분류되지 못했다. 더 나아가 ICF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

인의 능력과 실제 삶 속에서 그 활동을 수행하는 것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

해내고 있는데, 이는 환경의 향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얼마나 개인의 활동수

행이향상될수있는지를설명해준다. 

ICF는 보편성을 지닌다. 모든 인간의 기능을 포괄하고, 장애인을 분리된 집단

으로서 분류하기 보다는, 장애를 연속체로서 다루기 때문이다. 즉, 장애는 명확히

‘예/아니오’로 나뉘는 문제가 아니라 경계가 불분명한‘다소(多少)’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을 만들고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손상의 정도나 활동

제한, 참여제약을정하는경계를필요로할수도있다. 

ICF는 조사하고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련의 목적달성에 유용하다. 이는 건강과

장애를 측정하고 기술하는 것, 개인의 기능을 조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하

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결과를 측정하고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

복지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 건강과 장애에 대한 조사를 발전시키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환경
개인의환경은장애의정도와경험에거대한 향을미친다. 접근할수없는

환경은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가로막는장벽을만들어냄으써장애를만들

어낸다. 이러한환경의부정적인 향의예는아래와같다. 

■수화통역사가없는청각장애인

■장애인이접근가능한화장실이나엘리베이터가없는건물에있는휠체어

사용자

■스크린리더프로그램이없는컴퓨터를사용하는시각장애인

안전한물, 위생, 양, 빈곤, 근로환경, 기후, 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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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같은환경적요인들은, 또한건강에 향을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에관한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서논의되어온바와같이, 불평등이건강을위협하는주된원인이며,

장애발생의주된원인이기도하다.(20) 

반대로 환경은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고 손상을 예방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결과물들을개선하는방향으로변화될수도있다. 그러한변화는입법, 정책변

화, 능력의육성, 기술개발등에의해이루어질수있으며, 이들이이루고자하

는변화를예시하면아래와같다. 

■건축·도시시설환경과이동수단의접근가능한디자인

■감각적손상을가진사람도이용가능한도로표지판

■더욱접근가능한보건, 재활, 교육, 지원서비스

■장애인들이일할수있고취업할수있는더많은기회

환경적인요인들은단순한물리적접근성이나정보접근성보다도더넓은

이슈를포함하고있다. 서비스제공의기초가되는규정들을포함하는정책과

서비스전달체계도장애인에게장벽이될수도있다.(21) 예를들어, 호주의공공

보건의료서비스재정에대한분석을보면, 보건당국의의료비환급방식이장애

인들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데종종필요한추가시간을고려하지못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즉, 장애인환자를다루는병원들은환자한명당고정된금액

을상환받는재정지원체계로인하여불이익을당하게되었던것이다.(22)

유럽에서도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분석하 는데, 긴대기명단, 진

료예약시스템의부족, 복잡한전문의연계시스템과같은조직상의장벽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문제들은, 일찍도착하거나하루종일기다리는일이어려

운장애인들에게, 또는복잡한절차를따라이리저리오가는것이어려운장애

인들에게더욱복잡한문제가된다.(23, 24) 차별이의도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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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는장애인들의욕구를고려하지않음으로써장애인들을간접적으로

배제하고있는것이다. 

개인과환경은물론시설과단체도장애인을배제하지않게변화해야한다.

2005년 국의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은, 예를들면, 공

동의장애인평등전략을마련하고제시된정책과활동들이장애인들에게미치

는잠재적인 향력을조사함으로써, 공공기관이장애인들의평등을증진시킬

것을지시하 다.(25)

지식과태도도서비스공급과사회생활의모든 역에 향을미치는중요

한환경요인이다. 장애에대한인식을바로하고부정적인태도를바꾸는것은

종종장애인들에게보다접근가능한환경을조성하기위한첫단계가된다. 전

세계에걸쳐, 장애인들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와언어, 고정관념및낙인은역

사적으로뿌리깊게지속되어왔다.(26-28) 장애는일반적으로무능력과같은의미

로여겨진다. 건강과관련한낙인에대한조사연구는, 낙인의 향이국가의상

이에도불구하고건강상태전반에걸쳐놀랍게도유사했다고밝혔다.(29) 10개국

에대한한연구는지적손상을가진사람들의능력에대한공공의이해가일반

적으로부족함을보여주었다.(30) 특히정신적장애를가진이들은다른상황에서

도공통적으로낙인을부여받는다.(31) 정신적장애인들은보건의료 역에서조

차도차별을경험하고있다.(24, 32) 

장애에대한부정적인태도는장애인에대한아래예들과같은부정적인처

우를낳기도한다. 

■학교에서장애아동을놀리는아이들

■장애인승객의버스이용을돕는데실패한버스운전사

■장애인을차별하는고용주

■장애인을조롱하는낯선이들

부정적인태도와행동들은장애아동과장애성인들에게낮은자존감을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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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사회참여를가로막는등의불리한효과를초래한다.(32) 장애때문에괴롭

힘을당했다고느끼는사람들은가끔외출하는것이나그들의고정적인일상이

변화되는것을피하거나심지어는집밖에나오는것을꺼려하기도한다.(33)

Box. 1.2  한센병퇴치와삶의질향상

한센병의 진단과 치료는 쉽고 효과적이다. 한센병 전염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한

센병으로인한장애를예방하는최선의방법은조기진단과치료에있다. 1983년

도 이후로 복합약물치료(Multidrug Therapy)를 통해 한센병은 치료가 가능해졌

으며, 1985년 이후로는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에 걸쳐 무료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조기발견과 복합약물치료를 통해서 약 4

백만명의사람들이장애인이되는것을예방하 다고한다.(34)

한센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 진단, 복합약물치료가 매우 중요

하다.(34) 사실 한센병 퇴치에 있어 최대의 장벽은 무지와 낙인이다. 한센병이 풍토

병화한 지역에서 실시한 한센병에 대한 정보제공캠페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 고,

그 결과 과거에는 그들의 지역에서 추방되었던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 가족

들이스스로나서서치료를받게되었다. 낙인을줄이는것또한한센인들의이동

성, 대인관계, 고용, 여가 및 사회활동들을 증진시켜, 한센인들과 그 가족들의 삶

의질을향상시킨다.(35)

전 세계에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의 2/3가 인도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한센

병의 본고장인 인도에서 BBC 월드 서비스 트러스트(전세계 빈곤과 질병을 퇴치

하기 위한 방송)는 인도의 두 방송사(두르다르산 TV와 올-인디아 라디오)와 연합

하여 1999년도에 16개월간 한센병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 다.(36) 그 캠페인은

한센병이 치료 가능하다는 점과 인도 전역에서 치료제를 무료로 구할 수 있다는

점,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다.

그 캠페인의요지는다음과같다. 

■ 한센병은유전이아니다. 

■ 한센병은전생의나쁜행동때문에걸리는것이아니다. 

■ 한센병은접촉에의해전염되지않는다.    

그 캠페인은 50개 TV 방송국과 213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20여개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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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되었고, 8만5천 개의 홍보용 포스터가 사용되었다. 외딴 지역들에서는 1,700

번 이상의 연극공연, 2,746개의 이동 극장, 3,670개의 공공행사와 대회가 열렸

다. 캠페인 시작 전과 중간, 끝난 이후에 독립적인 설문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아래와같다. 

- 미디어 캠페인이 향을 미치는 범위 : 응답자의 59%, 2억7천5백만 명의사

람들이라디오와 TV를통해캠페인을접했다. 

- 전염률과 치료가능성 : 접촉을 통해 한센병이 전염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비

율이 52%에서 27%로 줄어들었다. 복합약물치료를받은한센인이여전히전염

성을 지닌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도 25%에서 12%로 줄어들었다. 한센병이 치

료가능한것이라고알고있는사람들은 84%에서 91%로 늘어났다. 

- 증상 : 감각기능의상실이한센병의증상일수있다고인식하는사람들은 65%

에서 80%로 늘어났다. 옅은 불그스레한 색깔의 반점이 한센병의 증상일수 있

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86% 수준으로 변함이 없었다. 가렵지 않은 반점이 한

센병의증상일수있다고인식하는사람들은 37%에서 55%로증가했다. 

- 치료 : 캠페인이 실시되지 않은 대조 집단에서는 복합약물치료가 한센병의 치

료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56%에 불과 하 으나, 캠페인용 연극을

보여준 마을에서는 82%가 복합약물치료가 한센병의 치료법임을 알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포스터 캠페인이 실시된 지방에서는 89%의 응답자가 그 치료

제가 무료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캠페인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20%의

응답자만이치료제가무료라는사실을알고있었다. 

- 낙인 : 한센병에 걸린 사람 옆에 앉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캠페인용 연

극을 보여준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10%나 높게 나타났다. 유사하

게, 한센인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캠페인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50% 는데 반하여, 캠페인이 없었던 지역에서는 32%만이

그렇다고응답하 다.
출처 (34-36) 

낙인과 차별은 예를 들어 직접적인 개인 간 접촉이나 사회적 마케팅(social

marketing)과같은것을통하여투쟁해볼수도있는문제이다(Box 1.2참고).(37-40)

세계정신과협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정신분열병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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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철폐캠페인을 18개국에서 10여년이넘도록진행하 다. 그캠페인을통

해장기간의개입의중요성이입증되었으며, 정신분열을보이는사람들을포함

하여폭넓고다양한 역의사람들이함께하는것의중요성도입증되었다.(41)

노르웨이에서입증된예도있는데, 정신병에대한 1년간의캠페인을한후에

사람들의정신병에대한지식이향상되었고, 정신병환자들에대한더나은인

식과조기개입으로인하여정신질환자들이치료받지않고방치되는기간도줄

어들어1997년에는114주 던방치기간이1999년에는20주가되었다.(42)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지역사회의부정적인태도에도전하여, 장애인의보다많은노출과참여를

유도해낼수있다. 인도의알라하바드지역근처의한낙후된지역에서 3년간

지역사회중심재활프로젝트를 진행하 는데, 그 결과 장애아동들이 처음으로

학교에다니게되었고, 더많은장애인들이지역사회포럼에참여하게되었고,

더많은사람들이그들의장애아동들에게백신접종을하고재활을받을수있

도록데리고오기도하 다.(43)

장애의다양성
건강상태, 개인적요인, 환경적요인들의상호작용으로부터나오는장애경

험들은매우다양하다. 장애인들도저마다가지각색이고다른데, 장애에대한

고정관념은휠체어사용자나, 시각장애인이나청각장애인과같은몇몇의특정

고전적인그룹들만강조한다.(44) 그러나장애의범주는포괄적이어서뇌성마비

처럼선천적인장애를가지고태어난아이도, 지뢰에다리를잃은젊은군인도,

심한관절염을앓고있는중년여성도, 치매노인도포함된다. 건강상태(장애)라

는것은눈에보일수도보이지않을수도있으며, 일시적인것일수도장기적인

것일수도있고, 고정적일수도더나빠지는것일수도있는것이며, 통증이있

을수도대수롭지않을수도있는것이다. 많은장애인들이그들스스로를건강

하지않다고생각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45) 예를들면, 2007-2008년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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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설문조사에응답한중증장애인의 40%가그들의건강상태를좋음, 매

우좋음, 최상의상태임으로응답하 다.(46)

장애또는장애인에관한일반화는오해의소지를낳는다. 장애인개인들은

성별, 나이, 사회경제적지위, 성적지향(sexuality), 인종, 문화적유산등에서차

이를보이며다양한개인적요인들을지닌다. 저마다개인적인취향이있으며,

장애에대한개인적대응도각각다르다.(47) 또한장애가불이익과관계되어있

지만, 모든장애인이똑같이불이익을당하는것도아니다. 여성장애인의경우

장애뿐만아니라성과관련하여복합적인불이익을경험하고, 비장애여성에비

하여결혼하기도쉽지않다.(48, 49) 정신적또는지적손상을가진사람들은신체적

손상이나감각기능의손상을가진사람들에비하여많은상황에서더많은불

이익을경험한다.(50) 과테말라의시골지역에서부터(51) 유럽의고용데이터에(52) 이

르는증거자료들이보여주듯이, 중증의장애를가진사람들은더큰불이익을

경험한다. 반대로, 부와사회적지위는장애인들이활동제한과참여제약을극

복하도록돕기도한다.(52)

예방
장애와관련된건강상태에놓이지않도록하는문제는 (사회)개발문제이기

도하다. 양, 예방가능한질병들, 안전한물과위생, 도로의안전과작업장의

안전등을포함한, 환경적인요소들에주목한다면, 장애를유발하는건강상태

의발생확률을크게낮출수있다.(53)

공중보건에서는아래와같이구분하여접근하고있다.  

■일차 예방- 문제가발생하기전에개인적으로또는집단적으로건강문제

의원인을피하거나제거하는활동을의미한다. 건강증진과특정한보호조

치를포함한다.(예로, 에이즈교육을들수있다)(54)

■이차 예방- 개인차원의혹은인구집단차원의건강문제를조기에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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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치료를촉진하고, 병의확산을줄이거나막고, 장기간그건강문제로

향을받지않도록하는활동을의미한다.(예로, 지적장애여성이유방암검사

를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들수있다)(55)

■삼차예방- 기능을회복시키고, 합병증을줄여서이미있는질병의 향을

줄이는활동을의미한다.(예로, 근육골격계통손상을지닌아동을위한재활

서비스를들수있다)(56)

UN장애인권리협약 25조는건강접근권을명백한장애인의권리로서명시하

고있다. 그러나위의일차예방의 역은권리협약의규정에포함되어있지않

다. 그러므로이보고서는일차예방을, 장애인들이건강증진과검사기회에대

한동등한접근을요구하는경우에한하여고려한다. 일차예방문제는세계보

건기구와세계은행의다른출판물들에서광범위하게다루고있으며, 그두기

구는모두일차예방을온국민의전반적인건강을향상시키는데핵심이되는

것으로보고있다. 

장애를인권의문제로서보는것은건강상태(장애)를예방하는것과양립불

가능한사안이아니다. 예를들어, 장애예방의방식이언어나이미지의사용에

있어장애인의권리와존엄성을존중한다면, 장애예방의이슈도장애에대한

인권적접근과조화를이룰수있는것이다.(57, 58) 장애를예방하는문제는다차원

적인전략으로서고려되어야하며, 이다차원적전략은장애와관련되는건강

상태에대한예방이나치료뿐만아니라장애를만들어내는환경적장벽들을

없애는것도포함해야한다.(59)

장애와인권

장애는인권문제이다. 그이유는아래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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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불평등을경험한다: 예를들어, 장애로인하여보건의료, 고용,

교육, 정치참여에장애인들이동등한접근성을보장받지못할때, 불평등을

경험하는것이다.

■장애인들은존엄성에손상을입기쉽다. 예를들어, 장애로인하여폭력과학

대, 편견, 무례에시달릴때, 장애인들은존엄성에손상을입는것이다. 

■몇몇장애인들은자율성을인정받지못한다. 예를들어, 장애인들에게불임

시술이강제된다거나, 자신의의지와는달리시설에수용되거나또는법적

무능력자로간주될때, 장애인의자율권은거부되는것이다.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ople, 1982),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sation of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993)을포함하여일련

의국제적인문건들은장애가인권문제임을강조해왔다. 40개이상의국가에서

1990년대에장애인차별금지법이채택되었다.(60) 장애인의인권에대한가장최

신의, 그리고가장광범위한인식을담고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은장애인의

시민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권리들을개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61)

이들규정의목적은 ‘장애인들이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완전하게그리

고평등하게누릴수있도록증진하고보호하고보장하며, 장애인의타고난존

엄성을존중하도록’ 하는데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인권을장애에적용하

여, 일반적인인권의내용을장애인과관련하여구체화하고(62) 현존하는장애관

련국제법들을명료하게하고있다. 비록어떤국가가UN장애인권리협약을비

준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 UN장애인권리협약은그국가가당사국으로되어

있는다른인권협약을해석하는데도움을준다. 

UN장애인권리협약제3조는다음의일반적인원칙들을규정하고있다. 

1. 개인의천부적인존엄성, 선택의자유를포함한자율및자립에대한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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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금지

3. 완전하고도효과적인사회참여와통합

4. 인간의다양성·속성의일부로서장애인의차이에대한존중과수용

5. 기회의평등

6. 접근성

7. 남녀평등

8. 장애아동의발전역량에대한존중및장애아동의정체성유지권리의존

중

장애인권리협약을비준한국가는우선적으로아래와같은일련의일반적의

무를부담한다. 

■필요한경우입법및적절한행정적조치를취한다. 

■직접적이거나간접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법, 관습, 또는관행을개정

하거나폐지한다. 

■모든관련된정책과프로그램에장애를포함시킨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동이나 관행을 억제한

다. 

■모든개인, 단체또는사기업에의한장애인차별을철폐하기위한적절한

조치를취한다. 

국가는UN장애인권리협약을이행하기위하여법, 정책및프로그램등을개

발할때장애인및장애인을대표하는단체들과협의하여야한다. 협약은또한

공적 사적 기관들에게 장애인들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할것을요구하고있다. 그리고함께제정된선택의정서는,

비준이되었을경우이긴하지만, 진정절차와조사절차에관하여규정을두고

있으며, 이들절차는그조약을모니터링하는위원회에제기할수있다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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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장애인의직접참여하에인권의틀을이용하여합법

적인장애의개혁을진전시켰다. 그것의핵심적인메시지는장애인은관리되는

‘객체’ 가아니라, 동등하게인권을존중받고향유하는것이마땅한 ‘주체’로여

겨야한다는것이다. 

장애와개발

장애는개발문제이다. 왜냐하면장애는빈곤의위험을증가시킬수도있고,

빈곤이장애의위험을증가시킬수도있기에, 빈곤문제와장애가서로쌍방향

적으로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63) 전세계에걸쳐서늘어나는실증적증거자료

들을보면, 장애인당사자와그가족들은비장애인들에비하여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당할가능성이더욱크다는것을알수있다. 

장애를갖는다는것은교육, 고용, 소득에대한악 향및장애와관련된지

출의증가등수많은경로를거쳐사회적경제적인안녕감(Well Being)의악화

를가져오거나빈곤으로몰아간다.(64)

■장애아동은학교에다니기쉽지않고그로인해인적자본형성의기회가줄

어들고고용될기회도줄어들며성인기에는생산성이저하되는일에직면한

다.(65-67)

■장애인들은고용되지않을가능성이높고일반적으로고용된다하더라도보

다적은수입을받는다.(67-72) 고용과소득모두장애의정도가심할수록더욱

얻기어렵다.(52, 73) 고용상의차별, 대중교통에의접근한계및자 업을하거

나생계활동을하는데필요한자원에의접근이어렵기때문에,(71) 장애인들이

개발을통해이익을얻거나빈곤으로부터벗어나기가더욱어렵다.(74)

■장애인들은장애로인하여추가비용을지출하게된다. 의료비나보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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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또는활동보조의필요등으로인한비용이그예이다. 따라서비장애인과

같은성과를내기위해서는더많은자원을필요로한다. 이를경제학자아

마르티아센(Amartya Sen)은 ‘전환장애(conversion handicap)’라고칭했다.(75)

장애로인한추가비용때문에장애인과그가족은비슷한소득의비장애인

에비하여더욱가난하기쉽다는것이다.(75-77)

■장애인이있는가정은물질적인어려움을더욱경험하기쉬운데, 여기에는

식품공급의불안정성열악한주거, 안전한물과위생에대한접근성결여및

보건의료에대한불충분한접근성등의문제가포함된다.(29, 72, 78-81)

빈곤은장애의위험을증가시킬수있다. 개발도상국 56개국에대한한연구

에의하면, 가난한사람들은잘사는사람들보다건강상태가나쁘다.(82) 빈곤은

장애와관련된건강상태의발생을야기할수있다. 이와같은건강상태는저체

중출산, 양불량,(83, 84) 깨끗한물과적절한위생시설의부족, 안전하지못한일

과생활환경및부상등의문제들을통해서야기되는것이다.(20, 85-87) 빈곤은, 건강

상태에문제가있는사람이장애인이될가능성을증가시킨다. 예를들면, 적절

한보건및재활서비스에대한접근불능환경또는접근성결여로인하여장애

의가능성이증가될수있다.(Box 1.3 참조)

Box 1.3.  장애인을위한안전망구축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망은 일종의 사회적 보호개입으로 취약계층과 빈곤계층을 그

대상으로한다. 

많은 나라들이 가난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안전망을 제공받고 있는데, 특

정한 장애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일반적

인사회보조프로그램을통해서제공한다. 

체계적인 자료는 부족하지만 일화적인 증거자료를 보면, 장애인은 안전망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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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접근불가능할 때, 복지사무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어려울 때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장애인의 특정한 욕구가 고려되지 못했을 때 그러하다. 안전망이 장애인

들을포함하도록하기위해서는특별한수단이필요할수있다. 예를 들면아래와

같다. 

■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접근가능해야 하며 의도된 수혜자에게 전달되어야 한

다. 따라서찾아가는서비스가필요할수있다. 

■ 장애인이 지명한 대리인은 프로그램 접근에 있어서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

도록허용되어야한다. 

■ 복지사무소뿐만아니라대중교통도접근가능해야한다. 

■ 프로그램의자격기준에명확하게장애를포함시킬필요가있다. 

■ 자산조사과정에서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고려할필요가있다. 

■ 장애수급권자에게는장애를가지고살아가는데필요한추가비용을보충하도록

더많은액수의현금급여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 조건부현금급여는장애아동의특수한환경에맞도록조정될필요가있다. 

■ 노동연계복지(Workfare)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장애 감수성이

있어야한다.

■ 노동활성화대책은장애감수성을가져야한다. 

알바니아, 방 라데시, 브라질, 중국, 루마니아, 러시아 연합과 같은 몇몇 나라

들은 또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

들의 형태는 다양하다. 일부 프로그램은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프로그램은자산조사를하기도하며, 장애아동만을대상으로한것도있다. 

장애 급여 행정기관은 장애평가를 요구한다. 많은 공식적인 평가사정 과정에서

는 여전히 의료적인 기준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점차 기능

(Functioning)에 초점을 맞추고 ICF의 틀을 활용하는 보다 포괄적인 사정방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애사정에 관하여 무엇이 효과적인지 더욱

잘이해하고좋은방법을구별해내기위해서는더많은연구가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안전망의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는 제한되어 있다. 안전망은 건

강과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지 모르지만, 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안전망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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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교육, 훈련, 환경적 접근과 같은 많은 공공 프로그램들이 정비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무엇이 효과적인지 더욱 잘 이해하

기위해서는더많은연구가필요하다. 

출처(89, 90)

아마르티아센의능력접근(capability approach)(91, 92)은개발을이해하는데도

움이되는이론적인토대를제공하는데, 이는장애인권 역에서특히가치있

는것이며(93) ICF(94)와장애에대한사회적모델(76)과도양립이가능하다. 그접근법

은GDP나효용개념과같은전통적인경제계량단위를넘어서, 인권과 ‘자유로서

의개발(Development as Freedom)(91)’을강조하며, 장애인과다른소외계층의빈

곤이단지물질적자원의부족이아닌, 사회적배제와권한박탈에서오는문제

임을이해하도록한다. 그접근법은서로다른문화권에속하는다른장애인들

이가질수있는소망과선택의다양성을강조한다.(95) 또한아마르티아센의 ‘능

력접근’은많은장애인들이스스로양질의삶을누리고있다(96)고표현하는역설

을, 아마도장애인들이그들의상황에적응하는데성공했기때문이라고그이유

를해명한다. 센이주장했듯이, 이는장애인들의충족되지못한욕구로평가될

수있는것들에대해대처할필요가없음을의미하지는않는다.

‘능력접근’은국가가개인에대하여개인이번 하고, 기능을발휘하고, 인

간으로서의잠재적능력을다하게하도록할의무를부담하고있음을이해하게

하여 준다.(97) UN장애인권리협약은 이들 의무를 장애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개발및전세계장애인들의참여와복지를증진시키는대책들을강

조한다. 또한장애라는것이따로떨어진독립적인문제로서다루어질사안이

아니라, 모든프로그램에서다루어져야하는사안임을강조한다. UN장애인권

리협약제32조는장애인들을포함하고장애인들이접근할수있는국제협력대

책을증진하는유일한국제인권조약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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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빈곤이서로연결된문제임을폭넓게인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 개

발의증진과빈곤감소를위한노력에항상장애이슈가적절히포함되어온것

은 아니었다.(76, 98-100) 장애는 8개의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명확하게언급되지않았고, 새천년개발을달성하기위한 21개

의표적목표나60개의목표달성지표에도나타나있지않다(Box 1.4). 

장애인들은개발프로젝트에서이익을얻을수있다. 이보고서에있는사례

들은저소득국가의장애인들의환경이개선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

나장애문제는더욱우선시되어야하며, 성공적인활동은더욱확대할필요가

있고, 보다일관된대응이있어야한다. 모든개발노력에장애인이수혜자로서

포함되어야할뿐아니라, (개발을위한) 개입의계획, 이행, 모니터링의제단계

에장애인이참여하도록해야한다.(104)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의역할이나(Box

1.5 참고) 정부와국내외NGO들의유망한활동들에도불구하고, 장벽의체계적

인제거와사회적발전은이루어지지않았고, 장애는여전히개발의의료적인

부분으로고려되고있다.(104)

Box1.4 새천년개발목표와장애

새천년 개발목표는 2000년에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189개국이 승인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욕구에 대처하는, 개발목표의 총

괄체이며, 2015년까지달성하기로한목표들이다. 그 내용은아래와같다. 

1. 극심한가난과굶주림을철폐한다. 

2. 보편적인기초교육을달성한다.

3. 성평등을증진시키고여성의역량을강화한다. 

4. 유아사망률을낮춘다. 

5. 모성보건을증진시킨다. 

6. 에이즈, 말라리아, 여타 질병들과투쟁한다. 

7. 환경적지속가능성을보장한다.

8. 개발을위한국제협력을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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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개발목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약정이다. 새천년개발목표는 선진

국의 교역, 개발원조, 부채경감,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기술이전을 통한

기여의필요성과더불어, 개발도상국의자체적노력또한필요함을인정하고있다. 

배경이 되는 문서의 일부에서는 명시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고 있지만, 새천년

개발목표 자체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작성된 자료에서는 장

애인을언급하고있지않다.

2010년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는 처음으로 장애를 언급하 다. 장애아동이 직

면하고 있는 제한된 기회 및 장애와 교육에서의 배제간의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다. 2010년 7월의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은 장애가 새천년개발목

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이나 장애소녀가 중복되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새천년개발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101). UN총회는공식적통계에서장애인이빠져있음을강조하 다.(102)

총회는 2010년 9월에‘약속을 지키자 :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라

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최고위 회의를 마감하 는데,

‘정책과 행동은 장애인에게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 결과 장애인들이 새천년

개발목표를달성해나가는과정에서혜택을볼수있도록하자’는것이었다.

Box 1.5. 지역사회중심재활

1970년대 이래로지역사회중심재활은특히개발도상국에서장애인들의욕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전략이 되어 왔다. 지역사회중심재활은 당초 제한된 자원을 가

진 나라들에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훈련(Training in the Communit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과 같은 현장 매뉴얼들은, 가족구성원들과 지역사회복지사들에게 기본적인 재활

개입의실천방법에관한실무적인정보를제공하 다. 

전세계의 90개국이상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해나가

고있다. 지속적으로변화하는과정을거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은의료적인데초

점을 두는 한 개 부문(의료) 접근방식에서, 재활, 기회의 균등화, 빈곤감소 및 장

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106) 점차적으로 지역사회중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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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은 장애인, 그들의 가족, 단체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관

의서비스들의연합된노력을통해실천되고있다.(106)

인도 카르나타카의 가장 가난한 지역중 하나인 차마르야나가르

Chamarajnagar에서는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결여로 인해 많은 지

역주민들의건강상태가위험에처해있었다. 인도 정부는그지역에살고있는가

족들이화장실을지을수있는비용을제공했다. 화장실한개를설치하는데드는

총비용은미화 150달러로 추정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나머지비용을마련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며, 장애인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었다. 모빌리티

인디아(Mobility India)라는 한 지방의 비정부기구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장애

인이접근가능한화장실을지을수있도록도왔다. 기존의지역사회에기반을둔

네트워크나 자조집단을 활용하여, 모빌리티 인디아는 위생과 적절한 위생시설에

대한인식을높이기위하여, 길거리공연과벽칠하기행사를조직하 다.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 되고 동기화되면서, 모빌리티 인디아는 MIBLOU, 스위

스, 지역기부금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

진시켰다. 모빌리티인디아회원들은화장실에대한가장큰욕구를가진빈곤장

애인 가족을 선정하여, 가족구성원과 협동으로 화장실 건축공사를 돕고, 기금의

적절한사용을확실하게하 다. 시범사업의결과로서일년간 50개의 장애인접

근성이 보장된 화장실이 설치되었다. 많은 장애인들은 더 이상 화장실을 사용하

기위하여먼거리를기어가거나또는타인에의해옮겨질필요가없어졌다. 장애

인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열악한 위생상태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위험도도

눈에띄게줄어들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의효과를보여주는증거들은다양하지만, 조사와 평가작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107-110) 정보공유도 CBR 아프리카 네트워크, CBR 아시아-태

평양 네트워크 및 CBR 아메리칸-캐리비안 네트워크와 같은 지역네트워크를 통

해점차늘어나고있다.

최근의 CBR가이드라인 출판물(111)은 개발과 장애의 인권측면에 동참하고 있으

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 주류사회의 건강, 교육, 사회부문, 고용부문에의 장애인들의 통합을 위한 포괄

적인개발의필요성을증진시킨다. 

■ 장애인과그가족들의역량강화추진의필요성을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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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인 제안을 통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이 해당국가의 UN장애인권리협약

실천을위한도구로자리매김하도록한다.

최근수십년간장애에대한대응은급진적인변화를겪었다. 빈곤과사회적

배제에기여하는환경적장벽과차별의역할은이제잘이해되고있으며, UN장

애인권리협약은장벽을제거하고참여를증진시키는데필요한수단들을명시

하고있다. 장애는개발문제이며, 장애인의특정욕구를언급하지않은채세계

에서가장소외된사람들의삶을향상시킨다는것은매우어려운것이다. 

이세계장애보고서는장애인들의건강과복지증진을위한안내서역할을

한다. 세계장애보고서는명확한개념과가장유용한증거자료들을제공하여인

식의차이를드러내고, 진전된연구와정책의필요성을강조하고자한다. 성공

담은실패담이나등한시된사례와동시에열거된다. 이보고서와UN 장애인권

리협약의궁극적인목적은, 손상의부정적인 향을최소화하고장애인에대한

차별과편견을제거함으로써모든장애인들이현재소수의사람들에게만주어

지는선택과삶의기회누릴수있도록하는데있다. 

사람의능력은정부가바꿀수있는외부적인조건에달려있다. 이보고서는

UN 장애인권리협약과맥을같이하여, 어떻게장애인의능력이확대될수있는

지, 그들의복지와힘과자유가어떻게향상될수있는지, 그리고그들의인권이

어떻게실현될수있는지를보여주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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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때, 나는지뢰에다리를잃었어요. 엄마와논에나갔다가운이나쁘게

도지뢰를밟은것이었죠. 사고이후, 다른애들이강에서수 하거나노는것을볼때

면난너무나슬펐어요. 왜냐하면나에게는다리가없었기때문이에요. 나무로된목발

에의지해서야만했고, 다른애들처럼또한자유롭게놀수있기를바랬죠. 그리고내

가학교에걸어갈때면어떤애들은장애인을의미하는말인콤보트(combot)라고 놀

렸고, 그차별경험으로나는수치심을느꼈고울기도했고, 실망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갖기를 원해요. 서로를 차별하지 않기를 원해요.

Song

9살무렵이었어요. 나는뇌막염과한판승부를하고나서, 들을수없게되

었죠. 2002년에는자발적상담과검사(Voluntary Counseling and Testing, VCT)를

받으러 갔다가 HIV양성반응이라는 검사결과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살

희망을잃었지요. 에이즈에걸렸다는것은, 나에게세상의끝으로여겨졌기때문이에

요. 나중에내가스스로나의상태를수용할수있도록정신적으로나를북돋아준한

장애인을만날수있었어요. 이제는터놓고HIV/AIDS에대해이야기할수있을만큼

자신감이있어요. 지면과전자미디어를통해서인터뷰도많이했고, 공적인회의에서

연설을하기도했거든요. 나는VCT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고취시키고있고, 사람들

이그들의장애를수용하도록격려하고있어요. 이런나의일은자금부족으로인해제

약을받기도해요. 지방에살고있는청각장애인들은 HIV/AIDS에 대한정보가전혀

없어요. 나는그들이살고있는곳을직접방문하여그장벽을깨고싶어요. Susan

나는학교에속해있다고느끼지않아요. 왜냐하면나의부모가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내게충분한책을마련해줄수없어요. 부모의가난이학교생활을

힘들게하죠. 또한 부모님은옷가지와같이내가필요로하는것들을사줄수도없어

요. 책과펜없이학교에있는것자체가학교에서배제된느낌을들게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내가필기를할책이없다고나가있으라고도하기때문이죠. Jack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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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세계적상황에대하여

장애정책과프로그램에대한결정을내릴때, 분명한증

거들이주어지면정보에근거한결정을하는데도움이된다. 장애인

이몇명인지또그들의환경이어떠한지를알면, 무력화장벽을제거

하고장애인들이사회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노력을진전시킬수

있다. 국내외에서적절한통계와조사데이터를모으는것은, UN장애

인권리협약의당사국들이국제적으로합의된발전목표를달성하기

위해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1)

장애현황을제시하는이장은이어지는다음장들의기초가되는

내용을담고있다. 이장에서제시된장애현황은추정장애출현율, 장

애의동향에 향을주는요인들(인구학적, 건강관련, 환경적요인들),

장애인들의사회경제적환경, 장애인들의욕구와미충족욕구및장

애의비용등이다. 이장에서는국내외적인수준에서테이터를향상

시키기위한방법들을제안한다. 

여기있는자료들은총조사인센서스나인구조사, 행정자료등록

부와같은국내자료들과국제자료및많은최근연구들에기초하고

있다. 각각의자료출처들은각각고유의목적, 강점및약점들이있

다. 정도의차이는있으나여기있는데이터는앞의 1장에서기술한

장애의정의와조화를이루도록하 다. 추가자료와방법론적인설

명은부록(A, B, C, D)에서다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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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측정하기

장애는복잡하고다차원적인경험으로서(1장참고) 측정하기어려운면이있

다. 장애를측정하는방식은국가별로다양하고그측정방법은결과에도 향

을미친다. 실제장애측정은여러사유로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데이터의

목적이무엇인지어떻게데이터를적용할것인지에따라다르고, 장애의개념

이어떠한가에따라서도다르다. 조사된장애의측면이손상인지활동제한인지

참여제약인지에따라서도장애측정방식은다르며, 건강상태와관련한장애를

다루는지환경적요소의측면에서장애를다루는지에따라서도달라진다. 개념

정의나질문지설계방식, 자료보고방식, 데이터수집방식, 예상되는기능에따

라서도장애측정은달라진다. 

손상에관한자료는장애정보를적절하게대표하지못한다. ‘장애유형(types

of disability)’ 별로 넓게 ‘그룹을 짓는(grouping)’경우의 그 ‘grouping’ 이라던지

‘types of disability’ 라는용어는장애에관한전문술어의일부가되었다. 이는직

간접적인사정(査定)과분류에기초하여상이한유형의장애출현율을측정하

려는조사에서유래하는것이다. 종종장애의유형이란감각적, 신체적, 정신적,

지적손상과같은장애의한가지측면만을사용하여정의된다. 또어떤때에는

장애의유형은‘건강상태(health condition)’와‘장애(disability)’를혼합하여정

의되기도한다. 만성적건강상태의문제를가진사람이나의사소통에어려움을

겪는사람, 또다른손상을가진사람은매일의일상속에서어려움을접하고있

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측정방식에포함되지않을지도모른다. 

각각의 ‘장애유형’에는특정한건강상의욕구, 교육욕구, 재활욕구, 사회적

욕구, 지원욕구가있다는암묵적인가정이있다. 그러나사실다양한대응이요

구된다. 예를들면, 같은손상을가진두사람이매우다른경험을하고다른욕

구를보일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특정서비스의설계를돕고차별을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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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고금지하기위해서, 국가는손상에대한정보를필요로할수있지만그런

자료의유용성에는한계가있다. 왜냐하면결과로서제시되는출현율이장애의

전범위를나타내지못하기때문이다. 

장애와상황요인의모든측면에대한자료는장애와기능의완벽한그림을

그려내는데중요하다. 특정건강상태가환경장벽및촉진요인들과의상호작용

속에서어떻게매일의일상에 향을미치는지에관한정보없이장애의범위

를결정하기는어렵다. 같은손상을가진사람들도처한상황에따라서, 경험하

는제약의종류와정도가달라질수있다. 참여에대한환경적장벽도국가와지

역사회에따라서상당히다를수있다. 예를들어, 브라질에서는많은아이들이

고소득국가에서는널리사용되는독서용안경이없어서학교를그만둔다.(2) 팔

다리를잃은것에서정신의학적불안에이르는다양한손상에대한낙인은한

개인의노동참여에유사한제약을초래한다. 이는개인의업무제약과실제업

무수행에초점을맞춘미국에서수행된두연구조사를비교한최근연구에서도

볼수있다.(3)

장애는기능상의작은어려움에서부터한개인의삶에막대한 향을미치

는것까지의연속선상에서개념화될수있다. 국가들은점차장애측정에대해

서도연속체적접근으로전환하고있는데, 장애(와기능) 출현율에대한추정도

다양한 역에서장애의수준을사정함으로써이루어진다.(4-8) 장애개념의연속

선상에서어디를구분하는경계로삼을것인가와환경 향요인이고려되는방

식이어떠한가에따라장애출현율은다르다. 성별, 연령, 소득, 직업별로데이

터를재분류하는것은중요하다. 왜냐하면장애인을 ‘하위그룹’별로구분하여

경향이나흐름, 기타정보들을드러내줄수있기때문이다. 

데이터수집방식또한결과에 향을미친다. 센서스와서베이는장애를측

정함에있어다양한접근방식을취하는데, 이러한자료수집방법의차이로인

해종종같은나라에서서로다른장애발생률을보고하기도한다(Box 2.1 참고).

센서스는전체인구를대상으로하며, 오랜시간적간격을두고수행되며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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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장애관련문항은아주적다. 센서스를통해고용률, 결혼여부등중요한사

회경제적자료들을얻을 수있지만, 참여에대해서센서스는단지제한된정보

만을제공할수있을뿐이다. 한편, 센서스는규칙적으로실시되는경향이있어

서특정기간동안의경향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서베이는시설수용자

에대한문항까지포함하여폭넓은질문들을통해더풍부한정보를제공할가

능성이있다. 예를들면, 선진국에서는서베이질문지상에신체기능과신체구

조상의손상으로장애인임을판별하기도하지만, 점차적으로활동, 참여및환

경적요인들에기초하여장애여부를판별하기도한다. 몇몇서베이는손상의

원인과, 제공된보조의정도와, 서비스접근성과충족되지않은욕구에대한정

보도제공한다. 

Box. 2.1 아일랜드센서스와2006년장애조사5, 9

2006년 4월 아일랜드의 중앙통계국은 장애에 대한 두 가지 문항을 담고 있는

센서스를 수행하 다. 장기간 건강상태문제(health condition)를 보 는가와 그

것이 신체기능에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조사는 아일랜드에

393,785명 즉, 인구 대비 9.3%의 장애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같은 해에 뒤이

어 중앙통계국의 국가장애조사(Central Statistics Office’s National Disability

Survey, NDS)가 수행되었는데, 이 조사에서는앞선인구조사에서장애를가졌다

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들과 함께, 비장애인이라고 보고

했던 민간 가구에서 생활하는 일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졌

다. NDS는 앞선 센서스에 비하여 더욱 폭넓은 장애정의를 사용하 는데, 통증과

호흡등더많은 역에대한조사와중증도측정이이루어졌다. 센서스에서장애

가 있다고 답했던 14,518명의 응답자와 장애가 없다고 답했던 1,551명의 응답자

들로부터설문지가회수되었다. 

센서스와 NDS에 대한응답들사이에는높은일관성이있었다.

■ 센서스에서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개별 가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 88%가

또한 NDS에서도장애가있다고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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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에서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개별 가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시설 생활

등) 중에서 97%가 NDS에서도장애가있다고응답하 다. 

■ 센서스에서 장애가 없다고 응답한 개별 가구내 사람들 중 11.5%는 NDS에서

장애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NDS의 결과를전체인구에대입하여추론하면, 전국의 장애인비율은 18.5%가

된다. 센서스와 NDS에서 장애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 NDS는 일대일 대면 인터뷰를 수행하 으며, 반면 센서스는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로수행되었다. 

■ 센서스는 폭넓은 목적을 갖고 설계된 대규모 설문조사이다. 반면 NDS는 장애

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장애는 보기, 듣기, 말하기, 이동성과 민첩성, 기억과

집중력, 지적능력과 학습능력, 감정적 심리적 정신적 건강, 통증 및 호흡과 같

은 역들중에서어떤기능상의어려움을겪는것으로정의되었다. 

■ NDS에서는 통증의 역을 장애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유의미하게 높은 장애

비율의 결과를 낳았다. 센서스에서 장애라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중 46%가

NDS에서는통증이있다고보고했기때문이다. 

■ NDS에서만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기능상 어려움을 경

험하고있었고, 다양한 역에서장애를보이기보다는단지한가지종류의장

애만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센서스에 비하여 NDS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 다.

NDS가 더욱자세한질문들을포함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러한예를통해서, 장애출현율추정이질문의유형과수, 기능 상의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명백한 장애의 범주 및 조사방법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두 조사결과의차이는주로장애의개념적경계와장애에포함되는 역의

차이 때문이었다. 만약 장애에 포함되는 역이 좁다면(예로, 통증이 배제된다면),

기능 상어려움을경험하는많은이들이장애에서배제될것이다. 인적 물적자원

이 허락하는 한, 센서스에 덧붙여 폭넓은 장애 역을 포괄하는 장애에 대한 특별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위하여 연령별 자료와 함께

더욱포괄적인데이터를제공할것이다. 

참고: 위의 두조사에서사용된실제질문지는출판된보고서에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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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장애출현율을보고하는국가들, 특히개발도상국들에서는좁은범위의

손상에만초점을둔측정방법을사용하거나, 센서스를통해장애데이터를수

집하는경향이있다.(10-12) 반면높은장애출현율을보고하는국가들은, 서베이를

통해데이터를수집하고, 손상에덧붙여활동제한과참여제약을기록하는측정

방법을적용하는경향이있다. 만약시설에있는사람들을서베이에포함한다

면출현율은더욱높아질것이다.(13) 이러한요인들은국내적·국제적차원에서

데이터의비교가능성에 향을미치며, 광범위한사용자들을위한데이터의적

절성에도 향을미친다.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및짐바브웨의활동

제한에관한연구처럼진전이이루어지고있기는하나,  대부분의개발도상국

에서는장애에대한정확한데이터가결여되어있다. 

질문지설계방식과자료보고방식도장애추정에 향을미칠수있다. 예를

들면, 건강에대한조사인지일반적인조사인지와같은서베이의기본적목적

도사람들이응답하는방식에 향을미친다.(14) 몇몇의연구에서는장애에대

하여본인응답방식을취하느냐, 객관적측정방식을취하느냐에따라장애출

현율에차이가있었음을보여주었다.(15-18) 장애는무엇이정상적기능인가의문

제와관련하여해석되는것으로, 상황, 연령심지어는소득에따라서도다양한

양상을보일수있다.(2) 예를들면노인들은기능상에분명한어려움을경험하

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자기정체성에있어자신을장애인으로생각하지않는

다. 왜냐하면, 그들은그들의연령대에자신의신체적·정신적기능수준이적절

하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아이들을포함시키면더복잡해진다. 조사를할때통상적으로대신응답해

주는이로서부모나돌보아주는사람들은정확하게장애아동의경험을표현하

지못한다.(19) 어른응답자를고려하여개발된설문지를아이들에게사용하는것

도또한결과를왜곡시킨다. 모호하거나꺼려지는표현들을질문지에서사용하

면또한장애출현율을낮추는결과를초래한다.(2) 예를들면활동상에있어서의

어려움을물을때 ‘장애를입은(disabled)’과같은표현을사용한다면, 응답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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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것이다. 

인구집단별비교시에는이러한요인들에대해반드시고려해야한다. 이상

적으로말하면, 비교연구를할때인터뷰방식이나설문조사방식등조사방법

의 향으로인해차이를보이는데이터는반드시타당한근거에입각하여수

정되어야한다. 

장애인에대한인구데이터를수집하는일차목표는장애인의복지증진을

위한전략을마련하는것이다. 포괄적이고체계적인인구의모든기능의측면

을문서화하는것은그들에대한개입을모니터링하고개입방식을설계할수

있도록돕는다. 예를들면, 그러한데이터덕분에정책결정자들은부조프로그

램의잠재적이익을평가할수있고, 이동에장애를가진사람들이일하러갈

수있도록돕고, 우울감을경감시키는개입을평가할수있다.(2) 출현율과욕구

에대한데이터는인구집단에근거해있어야하고정책과관련된것이어야하

나, 동시에정책에종속되어서는안된다. 만약데이터가정책에종속된다면, 예

를들어복지급여체계가바뀌어실업급여대상자가장애급여대상자로전환

되는상황이전개되면, 장애출현율추정치는급격히바뀔수도있는것이다.

인구데이터와 행정서비스 데이터가 동일한 기본적 개념과 틀에 근거한다면,

설득력있는통합국가정보데이터베이스를개발할수있을것이다.

데이터에대한국제적인기준과표준화된질문지는다양한접근법들을아우

르는조화를이루어낼수있다. 최근몇년간장애설문조사연구를표준화하려

는시도들이있었다(부록B참고).(22, 23) 그러나국가별로장애에대한정의와사용

된조사방법들이너무나다양해서, 여전히데이터의국제비교는어려운상태로

남아있다. 이로인해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한나라들이협약이행의진전상

황을공통의지표에견주어모니터링하기어렵다.

수집된자료는국내적인수준에도관련될필요가있으며, 국제적인수준에

서도비교될수있어야한다. ICF와같은국제적인표준에근거한조사설계를

한다면, 이두가지목적이모두달성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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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기본틀과자료들은다음과같은노력을함에있어중요하다. 

■정책의기본틀과합의된원칙들은UN장애인권리협약에규정되어있다. 

■ ICF는정보와관련되어있는기준들을규정한다.(24, 25)

■건강상태와장애를사정하기위하여, 현재질문지를일치시키고표준화하려

는작업들이시도되고있다. (부록 B 참고. 유럽통계기구European Statistical

System의자료, UN 장애통계에관한워싱턴그룹United Nations 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의 자료,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의자료, WHO 미주지역사무소/범미보건기구/부다페스트이니

셔티브WHO Regional Office for the Americas/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Budapest Initiative의자료를볼수있다)

■WHO와 UNESCAP에서마련한장애통계에대한훈련용교본은어떻게국

가가그들의국내통계자료의수준을올릴수있는지에대한유용한안내서

가되고있다.(26)

장애출현율- 기능상의어려움

오늘날전세계장애출현율을조사함에있어본보고서는국가보고장애출현

율과함께, 두가지대규모조사연구자료에기반한추정출현율을제시하고있

다. 하나는 59개국에서 실시한 WHO의 세계건강조사(World Health Survey,

2002-2004)이고, 또하나는WHO의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연

구의 2004년증보판이다. 이자료들은장애출현율을조사하는데사용될수있

지만, 장애를측정하고추정하는데각각다른접근법들을사용하고있어서, 직

접적으로그자료들을비교할수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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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고장애출현율Country-reported disability prevalence

많은나라가 ‘손상’의개념으로접근하는것에서 ‘기능상의어려움’을측정하

는것으로장애에대한조사의접근방법을바꾸고있는상황에서, 더욱많은나

라들은장애출현율자료를총인구조사나설문조사를통해모으고있다. 추정된

출현율은국가별로, 또국내적으로도폭넓게다르게나타난다.(2, 11, 27) Box 2.1에서

는아일랜드에서조사한장애데이터의두자료사이의차이를보여주고있다.

본보고서의부록A에서는개념틀과조사방법, 출현율에서의국가별차이를보

여준다. 장애출현율은 1% 미만에서 30%를넘는기록까지큰차이를보 다. 부

록 A를통해또한현존하는국가데이터를비교하는것이어려움을알수있다.

앞에서설명하 듯이, 대부분의개발도상국들은선진국에비해서장애출현율

을낮게보고하고있다. 왜냐하면그들은장애개념을좁은손상의범위에초점

을맞추어자료를조사하여, 낮게장애출현율을추정하고있기때문이다. 

점차많은국가들이 ICF 개념을사용하고있고, 그와관련된질문들을국가

단위의설문조사나총인구조사에적용하고있다.(5-8, 28-30) 한예로워싱턴그룹에

서만든장애에대한 6개문항을잠비아에서인구총조사시에사용했던것을

들수있는데, Box 2.2에서그내용을볼수있다. 국제적지역적시도(상세는부

록 A, B참조)와함께많은국가들이이러한노력을하는것은결과적으로국가

별장애출현율의추정치를더욱표준화시키고비교가능하게할것이다.  

Box 2.2. 잠비아에서워싱턴그룹의문항들을사용하여장애를조사한예

2001년 UN통계위원회는 장애 측정을 촉진하고 국가별로 장애관련 자료들을

비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자문 단체로서, 장애 통계에 관한 워

싱턴 그룹(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을 구성했다. 워싱턴그

룹은 장애에 대해 ICF에 기반한 접근법을 적용하고, UN통계위원회가 정한 대로

국가통계기관의 원칙과 실무관행을 따른다. 그들의 문항에는 6개의 기능 역 또

는 기본적 활동이 담겨 있다. 이는 보기, 듣기, 이동, 인지, 신변처리, 의사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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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를 의미한다. 건강문제로 인하여 활동수행 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는 문

항들은아래와같다. 

1. 안경을사용하더라도, 보는데어려움이있습니까? 

2. 보청기를사용하더라도듣는데어려움이있습니까?

3. 계단 오르기나걷기에어려움이있습니까? 

4. 기억하거나집중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까?

5. 씻기나옷입기와같은자신의신변을돌보는활동에어려움이있습니까? 

6.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데(예를 들면 상대의 말을 이해하거

나상대방을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있습니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4가지 응답범주(전혀 어려움이 없음,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많은 어려움이 있음, 전혀 그 기능을 할 수 없음)가 있는데, 이는 낮은 수준

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의 어려움의 정도, 즉 전체적인 기능의 범주를 파악하

고자설계된것이다.

이 워싱턴 그룹의 문항들은 2006년 잠비아의 생활실태조사에 포함되었다. 이

조사는 6개월 혹은 그이상의 기간동안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는 건

강상태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조사하 다. 그 응답으로부터 6개 항목에 대한

기능상어려움의출현율을산출해볼수있었다(아래표참고).

역별장애출현율과어려움의정도(잠비아, 2006)31

장애의 정도
핵심 역 적어도 약간의 적어도 많은 기능을 전혀할 수

어려움이 있음(%) 어려움이 있음(%) 없음 (%)

보기 4.7 2.6 0.5

듣기 3.7 2.3 0.5

이동 5.1 3.8 0.8

인지 2.0 1.5 0.3

신변처리 2.0 1.3 0.4

의사소통 2.1 1.4 0.5 

<참고> 조사대상자수: 28,010명, 179명 미응답

6가지 역중에서이동상의어려움이있다고한것이가장높은빈도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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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으로는 보기와 듣기의 기능 상 어려움이 높게 보고되었다. 많은 응답

자들이 하나 이상의 기능 역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위 표의 결과치

들은상호배타적수치가아니라중복응답이반 된수치이다. 

워싱턴그룹문항으로 조사한 결과로 구성된 장애의 중복성을 반 하는 측정치

가 아래표에제시되어있다. 

장애의중복성을반 하는측정(잠비아, 2006)31

인원수 비율

적어도한개 역에서‘약간어려움’ 4053 14.5
(또는 이이상)에 응답한경우

적어도한개 역에서‘많은어려움’ 2368 8.5
(또는 그이상)에 응답한경우 - 이 측정은
장애의정도가약한사람들을제외시킨다.

적어도한개 역에서‘해당기능을전혀 673 2.4
할 수없음’에응답한경우 - 이 측정은
가장심각한장애정도에초점을둔다.

두 개 역이상에‘약간어려움’(또는그이상)에 1718 6.1 
응답한경우. - 이는활동상의어려움이다수
역에서나타나는것에(중복활동장애) 초점을둔다.

조사대상자: 28,010명

첫 번째 표에서처럼, 높은 장애 출현율은 낮은 정도의 기능 상의 어려움을 포

함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와 관련이 있다. 많은 저소득 국가들에서 보고한 상대적

으로 낮은 장애출현율(2000년 잠비아에서는 2.7%의 장애출현율을 보고함)은 그

국가의중증장애인의비율과일치할지도모른다.

장애출현율에대한세계적추정

본보고서는전세계장애출현율을추정하기위해서두가지의통계정보자

료를사용하 다. 세계건강조사(World Health Survey)와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자료인데, 둘다장애와관련해서는한계가있다. 따라서이

보고서에나타난장애출현율추정은명확한결과로여겨져서는안되며, 현재

의이용가능한자료와정보들을반 하는수준으로생각해야할것이다.   



WHO의세계건강조사에근거한추정

세계건강조사는 가구 단위의 대면 설문조사방식으로 2002년에서 2004년에

수행되었다. 건강과장애에대한가장규모가큰다국적조사로, 국가별비교를

할수있는자료를얻기위하여한개의동일한질문지세트와일관된조사방법

을사용하 다. 세계건강조사의개념틀과기능 역에대한부분은모두 ICF에

근거하여작성되었다.(24, 32) 조사설문지에는다양한 역에서의개인건강에대한

부분뿐만아니라, 의료시스템의대응, 가구의지출규모, 생활여건에대한질문

들이포함되었다.(33) 70개국에서조사가수행되었고, 그중세계인구의 64%를대

표하는 59개국에대해서는전세계 18세이상성인인구중의장애출현율을추

정하기위해사용된데이터세트에가중치를두었다.(33) 조사대상국은아래의몇

가지사항을고려하여선정하 다. 

■사하라사막남쪽에있는아프리카대륙처럼관련자료가거의없는지역들

에대해데이터격차를메우기위해조사할필요가있다. 

■고소득, 중간소득, 저소득국가모두를조사대상에포함시키고, 저소득국가

와중간소득국가에초점을둔다. 

■성인인구수가많은나라들을포함시킨다. 

표본은세계건강조사시의각국의표본틀에서추출되었으며, (모집단을범

주별로나눈다음각범주에서표집을하는) 층화표집을사용하 고, (다양한

배경을가진사람들이선정될수있도록) 다층적집락표집을사용하 다. 측정

역의동일성확보를위해설문조사는일관된개념틀을사용하 다. 

세계건강조사에 포함된 조사 역의 선정은 WHO의 다국가 조사연구

(WHO’s MultiCountry Survey Study, MCSS)의분석정보에의거하여이루어졌

다. 건강과기능을평가함에있어대부분의편차를설명해주는최소한의 역

들의조합을만들어내기위해서, 정서, 인지, 인간관계, 이동, 고통, 수면과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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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활력), 신변처리, 시력의 역들이조사 역에포함되었다. 비록청력의손

상이일반적인감각의손상이고나이가들면서두드러지게늘어가는손상이라

고하더라도, 일반인구조사에서응답시 편견이있고, 전체인구내에서적은수

의사람만이청각장애라고시인하며, 청력의 역이유의미하게인간의건강과

기능의변화를설명하는데기여하지못하므로세계건강조사에서는청력 역

을제외시키기로하 다.(15, 34)

기능상의어려움에대하여묻는질문에는‘어려움없음, 약간어려움, 어려

움, 매우어려움, 극도로어려움’의응답범주를두어가능한자기보고식응답을

하도록하 다. 이것은점수화되는데, 복합적인장애점수를산출해낼수있다.

0에서 100점까지로, 0은장애가없음을의미하고 100은전적으로장애가있음을

의미한다. 이는연속적인점수범주를만들어낸다. 인구를장애와비장애로나

누기위해서는경계점을정할필요가있었다. 일상생활에서유의미한어려움을

경험하고있다고판단되는구분점으로 40점을정하 고, 그이상에해당될경

우장애 역으로구분하 다. 50점은기능상매우어려운정도에해당하는사

람들의수를추정하는경계점이되었다. 설문조사방법에대한전체적인설명과

경계점을설정하는과정은부록C에나타나있다. 

세계건강조사를통해 59개국의 18세이상성인인구중평균장애출현율을도

출한결과 15.6%(2004년추정된 18세이상인구 42억중약 6억5천만명의사람

들)로추정되었다(표 2.1 참고). 또한고소득국가에서는 11.8%, 저소득국가에서

는 18%로추정되었다. 이는일상생활속에서기능상의어려움을경험하는성

인의수를의미한다(부록 C 참고). 2004년일상생활수행이매우어렵다고한성

인은2.2%, 약9천2백만명으로추정되었다. 

만약 15세이상인구에대하여출현율을추정한다면약 7억2천만명의사람

들이기능상어려움을경험하는것으로, 또한그중 1억명은매우힘든상황인

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추정치가특정서비스에대한욕구를직접적으로말하고있지는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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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대상의규모를추정하기위해서는장애의정도와 역, 서비스의목

적에대한더욱세부적인정보를필요로한다. 

모든국가에걸쳐, 여성이나가장가난한 5분위수에해당하는사람들이나노

인들과같은취약계층에서는장애출현율이더높게나타난다. 개발도상국에서

는이러한취약계층사람들의장애출현율이더욱높게나타난다. 예를들어, 저

소득국가의 60세이상인구의장애출현율은 43.4%로, 고소득국가의 29.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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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장애출현율비교표37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지점을 기능수준점수 40점과 50점으로 구분시, (59개국 조사결과이며,
국가별소득수준, 성별, 연령, 거주지, 재산상태로구분하여산출)

구분
40점을경계점으로하 을때 50점을경계점으로하 을때

고소득국가 저소득국가 전체국가 고소득국가 저소득국가 전체국가

성별

남 9.1 (0.32) 13.8 (0.22) 12.0 (0.18) 1.0 (0.09) 1.7 (0.07) 1.4 (0.06)

여 14.4 (0.32) 22.1 (0.24) 19.2 (0.19) 1.8 (0.10) 3.3 (0.10) 2.7 (0.07) 

연령

18~49 6.4 (0.27) 10.4 (0.20) 8.9 (0.16) 0.5 (0.06) 0.8 (0.04) 0.7 (0.03)

50~59 15.9 (0.63) 23.4 (0.48) 20.6 (0.38) 1.7 (0.23) 2.7 (0.19) 2.4 (0.14)

60세이상 29.5 (0.66) 43.4 (0.47) 38.1 (0.38) 4.4 (0.25) 9.1 (0.27) 7.4 (0.19) 

거주지

도시 11.3 (0.29) 16.5 (0.25) 14.6 (0.19) 1.2 (0.08) 2.2 (0.09) 2.0 (0.07)

지방 12.3 (0.34) 18.6 (0.24) 16.4 (0.19) 1.7 (0.13) 2.6 (0.08) 2.3 (0.07) 

재산정도

Q1(가장가난) 17.6 (0.58) 22.4 (0.36) 20.7 (0.31) 2.4 (0.22) 3.6 (0.13) 3.2 (0.11)

Q2 13.2 (0.46) 19.7 (0.31) 17.4 (0.25) 1.8 (0.19) 2.5 (0.11) 2.3 (0.10)

Q3 11.6 (0.44) 18.3 (0.30) 15.9 (0.25) 1.1 (0.14) 2.1 (0.11) 1.8 (0.09)

Q4 8.8 (0.36) 16.2 (0.27) 13.6 (0.22) 0.8 (0.08) 2.3 (0.11) 1.7 (0.08)

Q5(가장부유) 6.5 (0.35) 13.3 (0.25) 11.0 (0.20) 0.5 (0.07) 1.6 (0.09) 1.2 (0.07) 

합계 11.8 (0.24) 18.0 (0.19) 15.6 (0.15) 2.0 (0.13) 2.3 (0.09) 2.2 (0.07) 

주: 성별과 연령에 대해서는 출현율을 표준화하 다. 2004년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고소득과
저소득국가를구분하 으며구분점은미화3,255달러이다. 괄호안의값은표준오차를의미한다. 



비교된다.   

세계건강조사데이터를둘러싼몇몇의제한점들과불명확성의문제가부록

C에서다루어지고있는바주목할필요가있다. 부록은내용은, 장애를구분하

는경계점을설정하는최선의방법이무엇인지에대한논쟁이기도하며, 기능

상의어려움에대한자기보고시국가간에설명되지않는편차가있다는것, 기

능적요구와다른환경적요인들에대한사람들의기대치가문화적으로다르

고, 이것이조사에도 향을미치며, 통계적방법으로도조정할수없다는등의

의미있는논쟁들을담고있다. 

WHO의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에근거한추정

세계장애출현율의두번째추정치는 2004년증보판세계질병부담연구에근

거한것이다. 세계질병부담연구초판본은 1990년세계은행에서의뢰하 던것

으로, 질병, 부상기타위험요인들로부터조기사망률과장애의상대적부담을

사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 다.(38, 39)

초판본 세계질병부담연구(10, 40-42)의 장애포함상실건강년수(장애와 질병으로

인해상실하게되는건강생활년수: Disability-Adjusted Life-Years, DALYs)에대해

제기된비판에대응하여, 예컨대전문가의견에우선하여인구기반건강상태

평가를사용한다거나건강상태에관한조사자료의국가별비교를위한더나은

기법을사용하는등의방법으로 DALYs 개념을보다발전시켜왔다.(43, 44) DALYs

에서사용된장애가중치 - 장애생활연수(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 - 는

환경적요소를무시하고개인의기능적상태, 다시말해개인의능력을수치화

하려는시도를하 다. 장애생활연수는이동, 민첩성, 정서, 고통, 인지, 시력, 청

력을포함하는핵심적인건강 역을적용한다. 

최근WHO는세계의 17개지역에서 130개이상의건강상태문제에대하여발

생빈도, 출현율, 심각성, 장애기간, 사망률을추정해낼수있는자료들을이용

하여 2000~2004년의세계질병부담을재사정하 다.(45, 46) 세계질병부담연구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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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부상의빈도및가능한한세계각지역의기능제한의분포를위시하여관

련된장애의심각성정도를추정한다.(46)

본 보고서에서 근거한 2004년 세계질병부담의 분석에서는 세계인구의

15.3%(2004년에추정된64억인구중에서9억7천8백만명(35))가중간정도또는그

이상으로심각한장애를가졌다고보았고, 한편 1억8천5백만명, 즉 2.9%의사람

들이심각한장애를경험하고있다고보았다(표 2.2 참고). 0세에서 14세인구에

서는 5.1%(9천3백만 명)가 중간 이상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0.7%(1천3백만

명)가심각한장애정도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5세이상인구에서

는이수치가각각 19.4%와 3.8%로나타났으며이는각각 8억9천2백만명과 1억

7천5백만명을의미한다. 

세계질병부담연구는 내부적 일관성과 인구집단별 추정치의 비교가능성에

주목하 는데, 그추정치는특정질병, 부상의원인, 심각도, 기능제한의분포

에관한것이다. 그러나건강상태문제및손상만으로장애의전체적인모습을

추론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세계질병부담의추정에는실질적으로불분명한점이있었다. 데이터가부족

하거나데이터의질이낮은지역에서는특히그러했다. 또한전문가의견에근

거하든발표된연구물에근거하든관련된장애의평균적인심각성을추정하는

데있어서도불분명한점이있었다. (부록D참고)

출현율추정에대하여

국가설문조사와총인구조사자료는세계건강조사나세계질병부담의추정

치와직접적으로비교될수없다. 왜냐하면국가에따라장애정의와조사질문

지가상이하기때문이다. 

설문조사, 질병부담추정으로부터자료의이용이가능해진최근연도인 2004

년에세계건강조사와세계질병부담은매우다른측정방식과전제들에근거하

여세계장애출현율의추정치를세계성인인구의 15.6%와 19.4%라고각각제시

78



장 애 - 세 계 적 상 황 에 대 하 여 ｜ 79

표2.2. 장애정도에따라추정된지역별, 성별, 연령별장애출현율36

(2004 세계질병부담 추정)

성별/ 비율

연령별 전세계 고소득국가 저소득, 중간소득국가, WHO 지역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동부지중해연안서태평양

심각한장애정도(중증장애)만으로추정한경우
남성
0~14세 0.7 0.4 1.2 0.7 0.7 0.9 0.9 0.5 

15~59세 2.6 2.2 3.3 2.6 2.7 2.8 2.9 2.4 

60세 이상 9.8 7.9 15.7 9.2 11.9 7.3 11.8 9.8

여성
0~14세 0.7 0.4 1.2 0.6 0.7 0.8 0.8 0.5 

15~59세 2.8 2.5 3.3 2.6 3.1 2.7 3.0 2.4 

60세 이상 10.5 9.0 17.9 9.2 13.2 7.2 13.0 10.3

전체
0~14세 0.7 0.4 1.2 0.6 0.7 0.8 0.9 0.5 

15~59세 2.7 2.3 3.3 2.6 2.9 2.7 3.0 2.4 

60세 이상 10.2 8.5 16.9 9.2 12.6 7.2 12.4 10.0 

15세 이상 3.8 3.8 4.5 3.4 4.0 3.6 3.9 3.4

전 연령 2.9 3.2 3.1 2.6 2.9 3.0 2.8 2.7 

중간정도의 장애정도와 심각한 장애정도 모두 포함한 경우
남성
0~14세 5.2 2.9 6.4 4.6 5.3 4.4 5.3 5.4 

15~59세 14.2 12.3 16.4 14.3 14.8 14.9 13.7 14.0 

60세 이상 45.9 36.1 52.1 45.1 57.5 41.9 53.1 46.4

여성
0~14세 5.0 2.8 6.5 4.3 5.2 4.0 5.2 5.2 

15~59세 15.7 12.6 21.6 14.9 18.0 13.7 17.3 13.3 

60세 이상 46.3 37.4 54.3 43.6 60.1 41.1 54.4 47.0

전체

0~14세 5.1 2.8 6.4 4.5 5.2 4.2 5.2 5.3 

15~59세 14.9 12.4 19.1 14.6 16.3 14.3 15.5 13.7 

60세 이상 46.1 36.8 53.3 44.3 58.8 41.4 53.7 46.7 

15세 이상 19.4 18.3 22.0 18.3 21.1 19.5 19.1 18.1

전 연령 15.3 15.4 15.3 14.1 16.0 16.4 14.0 15.0 

주: 고소득국가들은 세계은행에서 추정한 것으로, 2004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미화 10,066달러이
상인 경우로 하 으며,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들은 WHO 지역구분에 따랐고 이들의 2004년 1인당 국민총소득
은 그 미만인 경우로 하 다. 심각한 장애는 5, 6등급에 해당하고, 중간정도와 심각한 정도를 모두 포함하는 경
우는 3등급이상을의미한다. 



하 다. 세계건강조사에서는기능상의매우어려운정도의장애를가진성인

의비율을 2.2%로추정하 고, 반면세계질병부담연구에서는성인의 3.8%가심

각한장애(사지마비나심각한우울증, 시각장애와같은상황을의미하는장애

정도)를갖고있다고추정하 다.  

2010년인구추정치(50억4천만명의15세이상인구와18억6천만명의15세미

만인구를포함한 69억인구)와 2004년세계건강조사와세계질병부담의장애출

현율에근거하여보면, 약 7억8천5백만명(15.6%)에서 9억7천5백만명(19.4%)정

도의 15세이상장애인들이있다고추정된다. 이중약 1억1천만명(2.2%)에서 1

억9천만명(3.8%) 정도의사람들이심각한정도의기능상의장애를경험한다고

도볼수있다. 아동까지포함하면, 세계인구의약 15%인 10억인구가넘는사람

들이장애를갖고살아간다고추정된다.

이는WHO에서세계장애인구를약 10%로추정했던 1970년대추정치보다더

높은수치이다.(47) 세계건강조사에서는일상생활을하는데기능상어려움을경

험한다고보고했던사람들을포함시키고있다. 이에반해, 세계질병부담의추

정치는저시력, 관절염, 협심증등의건강상태와관련되는전형적인건강상태

에부여되는장애가중치에해당하는평균장애가중치를기초로장애/비장애를

나눈 결과이다. 두자료에서세계질병부담연구만이아동의장애출현율을보여

준다. 아동기장애에대한폭넓은논의를위해서는장애출현율에 향을미치

는요인들에대한아래내용을참고할수있다. 

세계질병부담연구든 세계건강조사든 전체적인 장애출현율은 결국 장애와

비장애를나누는경계점에의해결정된다. 경계점을달리하면, 전체적인장애

출현율도달라진다. 심지어는경계점을설정하는데상당히유사한접근법을선

택한다고하더라도마찬가지이다. 새로운세계장애추정치를고려할때, 이러한

방법론적인부분은명심해두어야할것이다. 

세계건강조사와세계질병부담의결과는소득수준별로묶은국가들의평균

적인장애출현율을나타내는그림 2.1에서볼수있는데, 서로상당히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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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장애에대한성별비율은세계건강조사와세계질병부담연구에서매우

큰차이를보이고있다(표 2.1과표2.2를참고). 세계질병부담연구에서중간정도

이상의장애는남성보다여성들의경우 11%더높게나타났다. 이는고연령대에

서여성의장애출현율이높은것을반 하는결과이기도하며동시에, 인구전

체적으로도고령남성보다고령여성의수가더많다는것을반 하기도한다.

그러나세계건강조사에서는여성의장애출현율이남성에비해 60% 더높은것

으로나타났다. 세계건강조사결과의남녀차이는어느정도응답범주의적용에

있어자기보고를할때다소남녀간차이가있었기때문인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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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자료별세계장애출현율추정37, 46

주: 이 자료는 다양한 자료로부터 인구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장애출현율을 비교한 것으로 고소득, 중간소득, 저
소득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나타냈다. 회색 막대자료는 이용가능한 자료들에 근거한 평균출현율을 보여준다. 표
에 나타난 범주선은 각각의 소득집단에서 국가의 장애출현율 백분위상 10분위와 90분위에 해당하는 것을 표시
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사용된 자료는 연령표준화를 하지 않은 것이며 표 2.1과 표2.3의 자료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WHS : 세계건강조사, GBD : 세계질병부담 2004년 증보판, Surveys : 부록 A참고



국가조사로부터얻은평균장애출현율은부록 A에제시된인구가중치평균

장애출현율에서계산해낸것으로, 저소득국가와중간소득국가의경우고소

득국가에비해훨씬낮은장애출현율을보여준다. 또한전체적으로도세계건

강조사와세계질병부담연구에비해서도상당히낮은결과를보여준다(그림 2.1

참고). 이는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서는설문조사지에서손상에초점을두는

경향이있고, 반면에선진국에서는참여나서비스욕구등폭넓은 역을고려

하여장애를조사하고있는것을반 하는듯하다. 세계건강조사의결과를보

면소득수준별로묶은국가그룹내에서도각국가간장애출현율에는차이가

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사람들이동일한수준의기능상의어려움을가고

있는경우에도응답범주를각각다르게해석함으로써나타나는국가간혹은

국가내의차이를반 하는듯하다. 세계질병부담조사결과의국가별차이는적

으나, 이는어느정도지역적분석에서국가추정치를끌어내기때문에나타나는

듯하다. 

이보고서의출현율자료는가장손쉽게얻을수있는세계의데이터자료를

참고한것이지만, 이를확정적인추정치로 여겨서는안된다. 빠른시일내에더

욱확실하고비교가능하고흠잡을데없는데이터를수집할필요가있다. 일반

적으로장애출현율과장애의특성, 장애의정도에대한보다나은지식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정책이 고안되고 실행되는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그러하며,

세계적으로시간의흐름에따른변화를모니터할수있고, 상호비교할수있는

방법이라는면에서도그러하다. 더욱신뢰할수있고포괄적인국내외장애관

련데이터가필요한상태에서, ICF는측정과데이터수집을위한공통의장을

마련해주고있다. ICF는측정도구도, 조사도구도아니다. ICF는건강과장애에

관한기준을제공해줄수있는분류표이고, 이분류표는장애출현율추정을위

한여러접근방식들의조화라는어려운작업에도움을줄수는있다. 

장애출현율은건강상태와개인적환경적요인을모두아우르는상황적요인

들의복잡하고역동적인관계의결과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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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건강상태와장애와의관계는복잡하다. 특정건강상태의문제가상황적요

인들과의상호작용속에서장애로귀결될것인가의여부는서로연결된요소들

에의해결정된다. 

종종한가지상태에비해몇가지상태들의상호작용이장애와건강상태사

이의관계에더 향을미친다. 중증장애의경우단일한증상보다여러증상이

동시이환되는경우가많은데, 이는장애에심각한 향을미친다. 또한복합적인

건강문제는보건의료와재활서비스의관리를더욱어렵게만들기도한다. (48-50)

만성적인건강문제가종종함께발생하기도한다. 예를들어, 관절염과같은한

가지만성적인신체적건강문제는심각하게또다른신체적건강문제와정신

적건강문제의발생가능성을증가시킨다.(51, 52) 따라서우선적으로한개의건강

상태문제와관련된것으로보고된장애도종종몇가지의동반된상태들과관

련되어있을지모른다.   

장애와건강상태사이의관계에대한명확한세계적통계를만들어내는것

은불가능하다. 환경적 향에대한고려없이장애와건강상태를서로관련시

키려는연구들도불충분한상태이다. 

장애와그와관련된건강상태문제를다루는두가지주된접근법은다른결

과를보여준다는증거가있다. 이접근법들은아래와같다. 

■장애를추정하고나서관련된건강상태문제들을조사한다. ─비전염성질

병에관한부분에서언급된것들처럼인구조사에서도장애를추정하고관련

된건강상태문제들을조사한다. 이는경험적근거를발전시킬수도있다. 

■건강상태문제의출현율을측정하고나서장애를할당해넣는다. ─세계질병

부담연구로부터나온종합적인추정에서도건강상태문제의출현율을조사

장 애 - 세 계 적 상 황 에 대 하 여 ｜ 83



하고난후, 관련된장애를배정해넣었다(부록D 참고).(46) 

장애와관련된건강상태의동향

점차늘어나는통계적증거들을통해서, 일반인구내에서만성질환의출현

율이눈에띄게늘어나고있는것과동시에, 연령별로사회경제적집단별로건

강을위협하는요인들이변하고있다는복잡한정황을알수있다. 여기에서는

폭넓은세가지건강상태의 역인전염병, 만성질환, 부상에대하여동향을논

하여보고자한다. 

전염병

전염병은손상을만들어내거나, 손상이라는용어로정의될지도모른다. 저

소득과중간소득국가에서는전염병이장애를가지고살아간햇수(시간)의 9%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46) 그들중눈에띄는다수는림프성필라리

아병(주혈사상충병), 폐결핵, HIV/AIDS 기타성매개질환들이었다. 홍역, 볼거리

(이하선염), 소아마비와같은어린시절에걸리는질병(57)과뇌염,(53, 54) 수막염(55, 56)

과같은신경학적증상을보이는질병들은적은비중을차지했다. 

장애와관련된유의미한전염성질환에서의몇가지동향은아래와같다. 

■전세계적으로 2008년말추정된 3천3백4십만명의사람들은 (전세계인구의

약 0.5%) HIV 보균자 다. 2000년에서 2008년사이에HIV 보균자의수는 20%

까지증가하 으나, 연간세계적 HIV 감염빈도는 17%까지감소하고있는

것으로추정된다. 사하라사막이남의아프리카지역이가장감염이많은지

역이다.(58)

■말라리아는 1950년대에 140개나라의풍토병이었던데반하여이제는 109개

국가의풍토병이다. 인구규모가적은 45개아프리카국가와지역들중 7군데

에서 2000년에서 2006년사이에적어도 50%까지말라리아와그로인한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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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줄어들었고다른지역의 22개국가에서도말라리아증례는최소한 50%까

지줄어들었다.(59)

■소아마비는 1988년 35만개사례에서 2009년 1,604개사례가조사되었는데, 지

난 18년간 99%이상감소한것이다.(60) 1988년 125개이상의나라에서풍토병

으로존재하 는데, 2010년에는단지 4개국가인아프가니스탄, 인도, 나이지

리아, 파키스탄만이소아마비풍토병국가로남게되었다.(60, 61)

■한센병은 2000년까지세계적인수준에서인구 1만명당 1명이하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03년초한센병환자의수는 106개국가에서보고된대로전

세계적으로약 53만명이었다. 인구만명당 1명이상의출현율을보이는국

가는 1985년 122개국에서 2002년 12개국으로줄어들었다. 브라질, 인도, 마다

가스카르, 모잠비크, 네팔이한센병이풍토병으로자리한국가들이었다.(62)

■트라코마(Trachoma)는한때많은국가에서풍토병이었으나, 현재는 40개개

발도상국의가장가난한인구집단에만주로해당되고있다. 약 8천4백만명

의사람들이 향을받고있고, 그들중 8백만명이시각에손상을입었다.(63)

트라코마와관련된시력손상의빈도는질병관리와사회경제적발전에힘입

어지난20년간눈에띄게줄어들었다.(64)

비전염성만성질환

전세계모든지역에서관찰되는당뇨병, 심혈관질환(심장병과뇌졸중), 징신

적장애, 암, 호흡기질환의증가는장애에큰 향을미칠것이다.(65-73) 저소득과

중간소득국가에서장애생활년수(YLD)의 66.5%는이들질환에의한것으로추

정되고있다.(46)

국가조사들을통해장애와관련된건강상태의더욱세부적인정황을알수

있다. 

■1998년호주에서실시된모든연령대의장애인들에대한인구조사에서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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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와가장일반적으로관련된건강상태로관절염, 척추문제, 청력결함, 고

혈압, 심장병, 천식, 시력결함등을보고하 다. 또한소음에의한청력상실,

말하기문제, 당뇨, 뇌졸중, 우울증, 치매가그뒤를이었다.(74) 양상은연령과

장애정도에따라다양했다.(74)

■2006년캐나다에서실시된 15세이상의성인장애인에대한연구에서는장애

와관련된가장일반적인건강상태문제가관절염, 척추문제, 청력장애라고

밝혔다. 다른증상들로는점액낭염, 섬유근육통, 감염성질환, 천식, 시력장

애, 당뇨와같은연조직장애(soft tissue disorders)와심장병이있었다. 14세이

하의아동에게나타난가장다수의일반적인건강상태문제는학습상의어려

움과관련되어있었다. 고도의천식과청력문제뿐만아니라학습장애, 특히

자폐증, 과잉행동을동반하거나하지않는주의력결핍증도포함되었다. 젊

은사람들에게나타나는기타건강상태의문제로는언어능력의문제, 읽기

장애, 뇌성마비, 시력장애, 선천적기형이있었다.(75)

■장애와관련된 10가지증상에대해미국에서수행된 2001년OECD의연구에

서는 류마티즘이 고령층에서 나타나는 주된 장애의 원인으로 나타났는데,

일상생활수행상의제약을보고한 65세이상의노인중 30%가이에해당하

다. 심장질환이두번째원인으로확인되었고, 일상생활수행상의제약을

보고한 65세이상의노인중 23%가이에해당하 다. 다른장애를일으키는

주된원인은고혈압, 등뼈와목뼈의문제, 당뇨, 시력장애, 폐와호흡기질환,

골절, 뇌졸중, 청력장애가확인되었다.(76)

급격하게개발되고있는지역에서는장애를가지고살아가는년수(YLDs)와

관련된비전염성질환이지속적으로크게증가할것이라고전망된다.(65, 77, 78) 인

구고령화, 감염성질환의감소, 저출산, 흡연이나음주와다이어트(체중감량)와

신체활동과관련된생활양식의변화등의몇가지요인들은이러한비전염성

질환의상승추세에설명력을더한다.(39, 65,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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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교통사고, 산업재해, 폭력, 인도주의의위기등은장애의원인으로오랜세월

동안인식되어왔다. 그러나그원인들의장애에대한 향정도를보여주는데

이터는매우한정되어있다(BOX 2.3 참고). 상해관련모니터링자료들은상해

로인한사망률이나급성환자의치료결과와같은당장의결과에대해서만초

점을두는경향이있다.(83) 예를들어, 1백2십만명에서 1백4십만명사이의사람

들이매년교통사고로사망한다. 2천만명에서 5천만명의사람들이상해를입

는다. (84-86) 그러나이러한사고의결과로장애를입은사람들의수는잘기록되

어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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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3. 전쟁시장애인들에대한보호

무력분쟁은 장애로 귀결될 수 있는 부상과 정신적 외상을 낳는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응급의료와 장기재활치료가 지연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2009년

가자Gaza에서그러한문제들을다음과같이평가하고있다(81). 

■ 외상성부상과적절한사후대처의부족으로인한합병증과장기간의장애

■치료가 중단되거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늦어진 결과로 발생하는 만성환

자들의합병증과조기사망

■조기검진과적절한치료의결여로인한, 폭발에의한 구적청력손실

■지속적불안정감과보호의결여로인한장기적인정신건강문제

전쟁의 첫 3주간 동안 부상을 입은 5,000명의 남자, 여자, 아동들의 절반이나

되는수가 구적손상을지니게되었고, 조기 개입을해줄재활전문가의무능력

으로인해더욱악화되었다.(82)

전시에도 장애인들은 보호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인도주의단체들

이 항상 장애인들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침범당한 지역에

서 뿔뿔이 흩어진 장애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으

로장애인들의취약성을줄일수있는데, 아래의내용도이에해당한다.  



사고에서살아남은자동차운전자중에게장애가발생할위험을체계적으로

살펴본최근연구는추정치의실질적인변동폭이크다는점을보여주었다. 사

고후장애출현율추정은 2%에서 87%에달한다. 이는부상에뒤따라나타나는

치명적이지않은결과를측정하는데방법론적인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87) 국

가의공식적인장애비율척도(보험회사가특정한환자중의장애발생율을사정

하는도구)를사용한벨기에의한연구에서는출퇴근길에교통사고로부상을

입는노동자의 11%는 속적인장애를갖게된다고밝혔다.(88) 스웨덴에서는축

약된상해척도값으로 1점(가장낮은부상정도)에해당하는, 모든자동차사용

자의10%가 구적손상을입었다.(89)

교통사고부상은장애를가지고살아가는모든년수의1,7%에상당하는것으

로추정된다. 또한장애를갖고살게되는시간의 1.4%는폭력과전쟁으로인한

것이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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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닥치기 전에 인도주의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

과적인계획을수립한다. 

■ 장애인들의특별한욕구를사정한다. 

■ 적절한서비스를제공한다. 

■ 필요한곳에의뢰와사후서비스를제공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직접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고, 또한 비차별화를 통해서 가능

할수도있다. 또한 난민이나원주민사회내의가족과개호인의욕구도고려되어

야 한다. 분쟁과 관련된 긴급상황에서는 그 방법들은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으

며, 상황 전개에빠르게적응하면서목표인구집단을따를수있어야한다.



인구통계

노인
세계적고령화는장애의추세에도큰 향을미친다. 그관계는간단하다. 노

년기에는장애를경험할확률이더높고국가의인구는전례가없는비율로고

령화되고있다. 

노인의높은장애출현율은전생애걸쳐건강의위험요소가되는질병과부

상및만성질환이모두노년기에누적된결과이다.(74) 저소득국가의 45세이상

인구에서장애출현율은고소득국가에비해더높고, 여성의장애출현율이남

성의장애출현율보다높다.

노인인구규모는장애인구내에서불균형적으로높게나타난다(그림2.2참

고). 호주전체인구의 10.7%를차지하는노인인구는호주장애인구의 35.2%를

차지한다.(29) 스리랑카에서는전체인구의 6.6%가노인인구이며, 이들은장애인

구의 22.5%를차지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가장급속히늘어나고있는연령대

인 80세에서 89세사이의노인의경우, 장애비율은훨씬높으며연간 3.9% 수준

으로증가하고있다.(90) 또한 2050년까지는 60세이상세계인구의 20%가장애를

갖게될것이라고도예측되었다.(91) 그림 2.3을통해고령화가해당국가의장애

출현율에얼마나많은 향을주는지알수있다. 많은국가에서인구고령화는

저출산과수명연장의문제와관련되어있다.(99) 개발도상국과선진국의차이에

도불구하고, 모든국가에서중위연령(나이가많은사람부터적은사람까지늘

어놓았을때가운데위치한나이)이눈에띄게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다.(99) 이

는역사적으로중요한인구변동이고고소득국가에서진행중이며, 21세기동안

계속전세계에걸쳐더욱분명하게진행될것으로예측된다(표2.3참고).(90,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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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연령대별장애출현율(국가의소득수준과성별로구분)37

주: 59개국에서다양한 역의기능적수준을측정하여장애출현율을산출해냄

몇개국가에서고연령층의장애출현율이줄어들고있다는연구들도있으나,

전체인구중노인인구비중의증가와장애에가장취약한초고령자의수가증

가 하고 있는 있는 현실은 잘 보도되고 있다.(76, 101)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정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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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들이노인인구에서의중증장애감소가장기요양보호에대한늘어난수요

를상쇄시킬것이라고기대하는것은현명치못한것이라고판단하 다.(76)

그림2.3 장애인구내고령인구의비중5, 92-98

표2.3 세계의고령화추세: 국가소득수준별중위연령91

국가 소득수준 중위 연령(년)

1950 1975 2005 2050

고소득 국가 29.0 31.1 38.6 45.7

중간소득 국가 21.8 19.6 26.6 39.4

저소득 국가 19.5 17.6 19.0 27.9

전체 국가 23.9 22.4 28.0 38.1 

주: 중간 추정

아동

아동의장애출현율추정은사실장애의정의와측정방법에따라다양하다.

앞서제시되었듯이, 세계질병부담연구는중간정도또는그이상의심각한장애

를경험하고있는 14세이하의아동인구를 9천3백만명(5.1%)으로추정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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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심각한수준의장애를경험하고있는아동을 1천3백만명(0.7%)으로추정

하 다. 2005년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에서는

18세미만장애아동의수를 1억5천만명으로추정하기도했다.(102)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대한최근의한문헌연구에서는아동의장애출현율이 0.4%에

서 12.7%로각연구에따라또는사정도구에따라다르게보고된다고밝혔다.(103)

저소득국가에서의한연구는사정을하는데필요한문화적언어적도구가없

어서장애를구별해내고특성화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지적하 다.(104) 이는장

애출현율수치상의차이가왜나타나는지에대해일부분설명해주고있으며,

장애아동이구별되지도, 필요한서비스를받지도못하는상황임을넌지시말해

주고있다. 

아동의기능은고립된상태가아닌, 가족과사회환경에노출된상황속에서

측정되어야한다. 개발도상국의 5세미만의아동은빈곤, 양실조, 허약한건

강상태, 격려등의정서적자극이없는가정환경등의다양한위험에노출되어

있고, 이러한환경은인지적발육이나운동신경의발육, 사회적·정서적성장에

손상을입힐수있다.(105) 장애를가질위험이높다고확신되는아이들은모유로

길러질확률도낮으며비타민 A를보충받기도어렵다. 발육부진과체중미달의

심각성이 증가함에따라, 장애의 위험이 확실시되는 아이들의 비율도 늘어난

다.(106) 5세미만의약 2억명의아이들이인지적정서적사회적발육에있어바라

는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다.(105)

복합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 MICS)에서 2세에서 9

세까지의아동들에대하여유니세프(UNICEF)는 아동의장애위험검진을위해

10개의질문을사용하 다.(106) 기존의연구들이아동의장애출현율에대하여과

다하게평가하 고, 장애를갖게된다고확신되는아동의수를부풀렸다고밝

혔다.(107) 아동의장애출현율에대한정확한자료를얻기위해서는장애가확실

시되는아동에대한임상적진단평가가필요하다. MICS는 20여개국에서 19개

언어로 20만명이넘는아동을조사했다. 대부분의국가에서아동의 1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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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가장애가확실시되는것으로나타났다. 몇몇저자들은그조사가정신건

강상태와관련된장애의위험도를판별하는데역부족이라고주장한다.(108, 109) 조

사대상으로선정된국가의자료를보면소수민족아이들이다른아이들보다

더욱많이장애를입을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또한국가들간지역적차이를

보이는증거자료도있었다. 장애의높은위험도가확실시되는아이들은다른

아이들에비해아래의상황에처한경우가많았다. 

■더욱가난한가정에서태어난경우

■조기교육은물론사회서비스에대한접근이제한되어있거나차별적인경우

■발육부진이거나저체중인경우

■부모에게심각한신체적학대를당한경우

환경

장애에대한환경적요인들의 향은복잡하다. 

건강상태는환경적요인의 향을받는다

출생시의체중미달과요오드나엽산과같은필수적인 양섭취의결핍과같

은일부환경적요인들이장애와관련된건강상태문제에 향을미친다는내

용은역학적조사연구자료에잘나타나있다.(106, 110, 111) 그러나실상은매우다양

하다. 왜냐하면열악한위생상태, 양결핍, (예방접종을할수있는) 보건의료

에대한접근성의부재와같은열악한환경에노출되는것은장애의위험을높

이는대표적요인인빈곤과같은사회적현상과도관련된것으로, 세계도처에

서매우가변적인양상으로나타나기때문이다(표2.4 참고).(80)

사람들의환경은장애의정도와출현율에 향을미친다. 자연재해나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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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해야기되는변화처럼, 큰환경변화는손상을변화시킬뿐만아니라물리

적환경의장벽을만들어내어장애출현율에도 향을미칠것이다. 대조적으로

장애인에대한부정적인태도를바꾸기위한캠페인과공공기반시설이나대중

교통체계의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한대규모의변화는많은장애인들의참여

와활동에장벽이되는요인들을줄여나갈것이다. 또한다른사람들의 (활동)

보조나보장구나장애인을위해특별히제작된도구, 장치, 차량, 교실과가정과

작업장의환경적개조들도환경적변화로볼수있다. 

이상호작용을측정하여장애인개인을대상으로할지(보조장치제공), 사회

를대상으로할지(차별금지법의실천) 또는둘다를대상으로할지에대한유용

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Box 2.4 참고).(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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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선정된국가들의위험동향112-115

국가 적절한위생에대한 요오드 저체중 DTP 예방접종을
접근성(%) 소비가구(%)a 출산아 (%)a 받은한살 아(%)b

1990 2006 1992 1998 1990 1998 1997 2005
~1996 ~2005 ~1994 ~2005 ~1999

아르헨티나 81 91 90 90c 7 8 86 90

방 라데시 26 36 44 70 50 36 69 96

중국 48 65 51 93 9 4 85 95

이집트 50 66 0 78 10 12 94 98

가나 6 10 10 28 7 16 72 88

이란 83 - 82 94 9 7c 100 97

멕시코 56 81 87 91 8 8 87 99

태국 78 96 50 63 13 9 97 99 

a. 데이터는표에명시된기간중가장최근의자료로이용가능한것을사용하 다. 
b. DTP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표의 가로 제목에 명시된 것들과는 달리 해당 데이터는 기간이나 연수를 의미하는데, 표준적 정의와도 다르고,
국가의일부분에대해서만언급하기도한다.



Box. 2. 4  장애에대한환경의 향측정112-115

장애에 대한 ICF 모델은 장애출현율과 장애의 심각한 정도에 대한 환경변화의

향을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를 제공한다. 장애에 대한 환경의 향을 평가하기

위해능력과수행의개념을적용한다. 이들의개념은아래와같다. 

■능력 Capacity : 장벽이나 촉진요인 없이, 표준화된 환경(종종 임상시험을 위

해조성한환경을의미)에서한개인이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 

■수행 Performance : 장벽도 있고 촉진요인도 있는, 현재 또는 보통의 환경에

서한개인이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여 환경의 향을 판별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 환경의

개선을 통해 어떻게 한 개인의 수행이 향상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도 알

수있다. 

체코, 독일,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의 다양한 환경(조사연구장소, 1차의

료기관, 재활기관)에서 자료가 수집되었고, 조울증, 우울증, 요통, 편두통, 다발성

경화증 기타 근육골격계통의 증상(만성전신통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염을

포함), 골다공증, 파킨슨병,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의질환을경험하고있는 1,200

명의사람들을조사했다.(116)

선정된건강상태의 역에서능력과수행의평균점수와95% 신뢰구간116

주: 0점은 문제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고, 100점은 최대한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에 제시
된 값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여겨져서는 안되며, 일관된 개념틀이 임상환
경에서, 광범위한건강상태에적용될수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여겨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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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자들은 참가자들을 5점 척도 방식으로 채점하 는데, 전부문에 걸쳐

문제의 수준을 기록하는 ICF 점검표를 사용하 다.(117) 활동과 참여 역은 능력과

수행의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점수를 부여하 다. 0점에서 100점으로

표현하 는데 높은 점수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하며, 혼합된 점수가 제시

되었다(제시된표참고). 

능력 점수는 뇌졸중, 우울증, 파킨슨병의 역에서 안좋게 나왔고, 반면 골다공

증을 가진 개인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제약을 경험하고 있었다. 조울증과 외상성

뇌손상을 제외하고, 수행점수는 능력점수에 비해 더 나은 경향을 보 다. 이는 대

부분의 개인이 자신의 고유 능력 수준 이상으로 자신의 기능을 증진시킨 우호적

환경에서 지내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다발성 경화증이나 파킨슨병을 가진 사

람들의 경우 그들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환경 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조울증과 외상성 뇌손상과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환경적 요소

들이 최적의 수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들은 임상시험을 위

해조성된환경에서는물리적환경의 향(능력과 수행의점수차이)과 개인 특유

의장애문제(능력점수)를 분리해확인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장애와빈곤

대부분의자료가선진국의자료이지만, 소득이든소득외의것이든다양한

차원의빈곤과장애의관계에관한경험적증거자료들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

사이에대단히다르다. 그러나심지어는선진국에서도장애와빈곤사이의인과

관계를보여줄종단(縱斷) 데이터(longitudinal data)는좀처럼이용하기가힘들

다. 

선진국
장애인들은좋은교육을받기힘들고노동시장내에서도열악한대우를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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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되고결국비장애인에비하여더욱가난해지기쉽다.(119-129) 2009년OECD가중

상위와고소득국가 21개국을대상으로수행했던연구에서, 근로연령층의비장

애인에비하여근로연령층장애인의빈곤율이 3개국(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

웨덴)을제외한모든국가에서더높게나타났다.(130) 상대적빈곤위험(근로연령

층의비장애인의빈곤율에대한근로연령층장애인의상대적빈곤율)은호주,

아일랜드, 대한민국에서두배이상의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반면, 아이

슬란드, 멕시코, 네덜란드에서는비장애인에비해아주약간높은정도로, 가장

낮은상대적빈곤위험을보여주었다. 근로연령층의장애인은실업에처할확

률이두배정도높았다. 취업이되더라도그들은파트타임으로일하기쉽다. 그

리고장애인들이고등교육을받고직업을갖고있지않는한그들은저소득상

황에처해있다.  

대부분의연구들이근로연령층장애인들의빈곤한상황과노동시장성과에

대해간과하고있다. 장애발생이전에사람들의사회경제적지위에대한정보

와 장애발생 이후 일어난 일들에 대해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다. 1991년에서

1998년까지의 국가계패널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를사용한한

연구는교육을덜받거나보수가있는직업을갖지못한다는것은장애의도태

요인(selection factor, 선택요인)임을보여주었다.(131) 그연구는또한장애발생과

함께고용률이떨어지고, 장애지속기간동안계속해서고용률이떨어지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는사람들이장애를입게되었을때조기에작업장을떠난다는

것을보여준다. 평균소득수준은장애발생시급격하게떨어지고, 장애발생이

전의수준까지는아니더라도이후에어느정도회복되었다.(131)

몇몇연구에서는장애를가지고살아가는데들어가는추가비용을고려하여

장애인가구의빈곤율을추정하고자하 다. 한 국의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이, 사용된 가정(assumption)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중위소득의 60% 수준을사용하여균등화한후 20%에서 44%로더높

게나타났다.(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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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장애인들의사회경제적지위에대한양적연구는적지만, 최근에

늘어나고있다. 선진국에서와마찬가지로, 기술된자료들은교육적성취나노

동시장에서의성과에있어장애인들이불이익에처한다고밝히고있다. 소유자

산정도, 생활여건및소득과소비지출로측정된빈곤지위에대해서는그증거

자료들이덜결정적이긴하다. 

대부분의연구들은장애인이비장애인에비하여낮은고용률과낮은교육수

준을보인다고밝히고있다.(31, 132-143) 칠레와우루과이에서는젊은장애인들이나

이든장애인들에비해상황이훨씬낫다. 젊은장애인들이부가적인자원의할

당을통해더나은교육에접근할수있기때문이다.(133) 교육에대한대부분의횡

단자료(cross-section data)들은장애아동의학교출석률이낮은경향이있다고했

다.(30, 31, 133-136, 139, 142-146)

15개개발도상국가들에대하여세계건강조사자료를분석한연구에서는장

애인구성원이있는가구가그렇지않은가구에비하여상대적으로더많은보

건의료비용을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51개세계건강조사국가들에대

해서는이보고서의3장을참고).(132)

(서아프리카남쪽에있는) 시에라리온에대한연구에서는중증장애인구성원

이있는가구는비장애가구응답자들에비해평균적으로 1.3배의보건의료비용

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147) 많은연구에서, 장애인이없는가구들에비하

여장애인이있는가구들은일반적으로더적은자산을소유하고(31, 132, 134, 139, 143, 146, 147)

더나쁜생활여건에처해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134, 139, 146) 몇몇연구에서는두

집단사이에자산상태나(30, 140) 생활여건상(30, 31) 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

났다.

소득과가계소비지출에대한자료는덜결론적이다. 예를들어, 말라위와나

미비아의장애인가구는더낮은소득수준을보 으나,(139, 146) 시에라리온, 잠비

아, 짐바브웨에서는그렇지않았다.(30, 31, 147)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실시한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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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장애수당이제공된결과로, 이스턴케이프주의장애인이있는가구가

그렇지않은가구에비해더높은소득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136)

1인당소비지출로측정한빈곤에대한자료도또한여러가지로나타난다. 13

개개발도상국의 14개가구조사를분석한결과, 성인장애인집단이평균가구들

보다더가난한것으로밝혀졌다.(144) 그러나세계건강조사자료를사용한 15개

개발도상국에대한연구에서는보건분야 1인당소비지출로측정했을때, 단지 5

개국가들에서만장애인가구가더높은빈곤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132)

개발도상국에서장애를갖는다는것이곧빈곤해질가능성을증가시키는지

에대한자료들또한각각다른결과를보여준다. 우루과이에서는중증장애인

이가구주인경우를제외하고는, 장애가빈곤가능성에의미있는 향을미치

지않았다. 이와는반대로, 칠레에서는장애가 3-4%까지빈곤가능성을증가시

키는것으로나타났다.(133) 13개개발도상국에대한비교연구에서, 소유자산이나

가계지출면에서하위 40%에속하는것으로빈곤을정의했을때, 장애는대부분

의국가들에서더높은빈곤가능성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교

육변수를통제했을때이연관관계는대부분의국가들에서사라졌다.(144)

어떤한연구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베트남두나라의빈곤평가에장

애추가비용을고려하고자했다. 조정이전(추가비용고려이전), 베트남의전체

빈곤율은 13.5%, 장애인가구빈곤율은 16.4% 다. 장애추가비용은 9%수준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을 20.1%로,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15.7%로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는전체적인

빈곤율이 19.5%로, 장애인가구의빈곤율은 21.2%로추정되었다. 장애추가비용

은 14%로 추정되었고, 이는장애인가구의빈곤율을 30.8%로, 전체가구의빈곤

율을22.4%로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148)

빈곤한사람들중의장애출현율을보거나, 특정한복지분배지표(소득, 지출,

자산) 또는교육수준에따른장애출현율을살펴본연구는거의없다. 20여개국

가에대한한연구에서하위 60%수준에속하는빈곤가구의아이들은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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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다른아이들보다더높은장애위험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106)

15개개발도상국에서지출과자산수준별로몇몇의장애측정도구를사용하여

조사한결과, 더낮은분위에서더높은장애출현율이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

그차이가유의미한것은몇개국에불과했다.(132)

서비스와보조에대한욕구

장애인들은상대적으로사소하고저렴한개입에서부터복잡하고비용이드

는것들에이르는일련의서비스를필요로한다. 충족된욕구와충족되지않은

욕구에대한자료들은정책과프로그램에있어중요하다. 지원에대한충족되

지않은욕구는개인적케어, 보조기및보조장치에대한접근, 교육, 고용, 사회

활동에의참여, 가정과직장의시설환경개조등에이르는매일의활동들과관

련된것들이다. 

선진국의국가욕구평가는주로서비스의유형보다도특정한일상활동과

연관되어있다.(92, 149-152) 예를들면, 독일에서는 8세이상전체인구의 2.9%가지원서

비스(support services)에대한욕구를가지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스웨덴에서

는 15세에서 75세의인구집단에서 8.1%가지원서비스에대한욕구를보인다.(153)

오스트레일리아에대한자료는또한Box 2.5를참고하면알수있다.  

몇몇개발도상국은장애인들의폭넓은 역의충족되지않은욕구에대하여

국가 연구(전국조사)와 대표적인 설문조사(표본조사)들을 수행하 다.(159-161) 미

충족욕구에대한추정은저소득과중간소득국가들의장애인에대한몇몇국가

연구(전국조사) 안에하위구성요소로서포함되었다. 미충족욕구에대한추정

은종종하나의설문조사로부터얻은자료에근거를두거나, 건강, 복지, 보조기

와보조장치, 교육, 고용과같은폭넓은서비스프로그램에관련되어있다. ICF

의개념틀은대부분의연구에서장애의정의를내릴때사용되었다. 

100



■2001년에서 2006년에걸쳐말라위,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에서는전국

장애인생활실태조사가시행되었다(159). 4개국전체에걸쳐보고된장애인

들의욕구들중 50% 이상이충족된유일한 역은보건의료부문이었다. 이

연구들에서는장애인에대한서비스제공이큰격차를보이고있음을드러

냈는데, 복지, 보조기및보조장치, 교육, 직업훈련, 상담서비스에대하여충

족되지않은욕구가특별히높게나타났다(표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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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5. 욕구와미충족욕구를잘이해하기위한자원결합
- 오스트레일리아의예

호주에서 최근 10년에 걸쳐 특정장애지원서비스를 위한 미충족 욕구에 대한 4

개의 특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54-157) 이 연구들은 상이한 기초자료들의 조합에

의존한 것인데, 특히 전국장애인구조사와 장애 서비스에 대한 행정자료 모음들이

그자료원이되었다.(158)

ICF의 사용은 이 연구들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 다 ; 첫째, 다양한 장애

데이터들의 비교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데이터 표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일반적인 지원에 대한 욕구 데이터(인구조사를 통해 수집

된‘수요’데이터)를 특정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 데이터(장애 서비스기관에

서 수집된‘공급’데이터, 혹은‘등록 데이터’)와 결합시키는 기본 틀을 형성할

수있게해준다. 

수요와공급의자료를결합시켜분석함으로써서비스에대한미충족욕구를추

정할 수 있다. 게다가 그 개념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

충족욕구추정치를업데이트할수있었다. 예를 들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의 인구증가와 서비스 공급의 증가를 동시에 고려할 때, 편의시설과 보호자 휴식

서비스(respite services)에 대한 미충족욕구 추정치는 2003년에 26,700명에서

2005년에는 23,8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57) 편의 시설 및 보호자 휴

식 서비스 이용자들은 2003-2004년에 53,722명에서 2004-2005년에 57,738

명으로, 7.5% 증가하 다.



■2006년모로코의전국장애연구에서는일련의서비스에대한접근성증진에

의 욕구를 조사하 다.(160) 그 연구에서 장애인들은 보건의료서비스(55.3%),

약물치료(21.3%), 보장구(17.5%), 기본적욕구에대한재정지원(52.5%)에의보

다나은접근성에대한강한욕구를표출하 다.  

■2006년통가의충족되지않은욕구에대한연구에서, 장애인의41%는그들의

장애에대한의료적조언에대한욕구가있음을보고하 다. 이는그서비스

를받은사람들의비율의두배이상이었다.(161) 장애인의 20%는물리치료를

필요로하 으나, 단지6%만이그서비스를받았다.  

■2007년중국의전국재활욕구에대한연구에서서비스와원조를필요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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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개발도상국장애인의충족및미충족욕구30, 31, 139, 146

서비스 나미비아 집바브웨 말라위 잠비아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필요함a 받음b 필요함a 받음b 필요함a 받음b 필요함a 받음b

(%) (%) (%) (%) (%) (%) (%) (%)

보건의료 90.5 72.9 93.7 92.0 83.4 61.0 76.7 79.3
서비스

복지 79.5 23.3 76.0 23.6 69.0 5.0 62.6 8.4
서비스

부모상담및 67.4 41.7 49.2 45.4 50.5 19.5 47.3 21.9
가족상담

보장구 67.0 17.3 56.6 36.6 65.1 17.9 57.3 18.4
서비스

의료적 64.6 26.3 68.2 54.8 59.6 23.8 63.2 37.5
재활

장애인 64.6 15.2 52.1 40.8 52.7 10.7 51.2 14.3
상담

교육 58.1 27.4 43.4 51.2 43.9 20.3 47.0 17.8
서비스

직업훈련 47.3 5.2 41.1 22.7 45.0 5.6 35.1 8.4

전통적 33.1 46.8 48.9 90.1 57.7 59.7 32.3 62.9 
치료자

a. 해당서비스에대한욕구를표현한장애인의인원수의비율
b. 해당서비스에대한욕구를표현하 고그서비스를받은장애인의인원수의비율



는장애인의약 40%가어떤도움도받고있지못한것이밝혀졌다. 재활서비

스에대한충족되지못한욕구는특히보조기와보조장치, 재활치료, 가난한

사람들을위한재정적지원에있어서높게나타났다.(162)

장애비용

경제적·사회적장애비용은중요하나, 수량화하기는어렵다. 그비용에는직

접비용과간접비용이모두포함되고, 일부는장애인과그들의가족과친구, 고

용주가부담하며, 또일부는사회가부담하기도한다. 이비용의상당액은접근

불가능한환경으로인해발생하고, 보다장애통합적인환경에서는줄어들수

있는비용이다. 장애비용을아는것은투자를위해서뿐만아니라공공프로그

램의계획을위해서도중요하다. 장애비용에대한포괄적인추정은심지어선

진국에서조차드물거나부분적이다. 그이유는다음과같이설명될수있다. 

■장애의정의가분야별로, 데이터수집도구별로, 장애관련공공프로그램별

로매우다양하다. 이로인해국가적추정치집계는말할것도없고, 다양한

출처의데이터를비교하는것조차어렵다.

■장애비용의구성요소들에대한자료는제한되어있다. 예를들면, 상실된생

산성에대한신뢰할만한추정을하려면노동시장참여에관한자료와성별

연령별교육수준별장애인의생산성에대한자료가필요하다. 

■비용추정을하는데있어서일반적으로합의된방법은없다. 

장애비용에대한신뢰할만한국가적추정을달성하기위해서는장애비용추

정의기술적측면의발전과보다나은자료들이필요하다. 예를들면, 장애로인

한생산성상실의비용, 장애인의미고용이나감소된고용으로인해상실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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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비용, 보건의료비용, 사회적보호비용, 노동시장프로그램비용, 합리적

편의제공의비용이있다. 특히선진국의기여급여(사회보험급여)와비기여급

여(사회부조급여) 모두를아우르는, 현금으로주어지는장애급여의공적지출

에대한자료는상황이나은편이다.(130) 그러나이러한프로그램에서조차도국

가수준의통합된자료는드물다.  

직접장애비용
직접비용은두가지범주로나뉜다: 장애인과그가족들이합리적인삶의수

준에도달하기위해감당하는추가비용과, 현금및현물로구성되며정부가지

불하고다양한공적프로그램을통해제공되는장애급여가그것이다. 

장애를갖고사는데드는추가비용

비장애인과동등한삶의수준을누리기위해서, 장애인과그가족들은종종

추가적인비용을부담한다.(120, 124, 148, 163) 이추가비용은보건의료서비스, 보장구,

남보다비싼교통수단, 난방, 세탁, 특별한식단또는활동보조를위해쓰여진

다. 연구자들은, 장애인들이필요하다고보고한서비스와상품들의가격을매

겨서장애추가비용을추정하도록하고, 장애인과비장애인의실제지출방식을

비교하며, 그리고계량경제학적기술을활용하여장애추가비용을계산하고자

하 다.(120, 124, 164)

최근몇몇연구에서장애추가비용을추정하고자하 다. 국에서그추정

범위는소득의 11%에서 69%로나타났다.(124) 호주에서는추정된장애추가비용

이장애의심각성의정도에따라소득의 29%에서 37%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

다.(120) 아일랜드에서는추정된비용이장애의정도와지속기간에따라평균일

주일급여의 20%에서 37%로다양하게나타났다.(164) 베트남에서는추정된추가

비용이 9% 고,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에서는 14% 다.(148) 모든연구에서장애

와관련된추가비용이있다고결론짓고있으나, 이를어떻게측정하고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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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대한기술적합의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163)

장애프로그램상의공적지출

거의모든국가는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공적프로그램들을갖추고있다.

단, 가난한나라에서는그공적프로그램이종종기능상매우심한어려움을가

진장애인들에게만국한되기도한다.(165) 장애프로그램상의공적지출에는건강

과재활서비스, 노동시장프로그램, 직업교육및훈련, 사회보험상의장애급여

(기여급여), 공공부조장애급여(비기여급여), 보장구교부, 교통접근성보조금,

수도전기가스등에대한보조금, 활동보조인이나수화통역사를포함하는다양

한지원서비스, 행적적인모든비용까지포함된다. 

모든프로그램의비용이유의미하나, 전체비용에대한이용가능한 추정은

없다. OECD국가들에서는평균GDP의 1.2%가기여및비기여장애급여로쓰여

졌는데, 이는 2007년근로연령층의 6%에해당하는사람들에게주어진것이었

다.(130) 그급여에는장애또는감소된노동능력으로인한조기퇴직급여뿐만아

니라 장애급여의전부또는일부가포함된다. 장애급여에상병급여가포함될

때 GDP의 2%에달하거나, 거의실업급여상의지출의 2.5 배에달한다. 장애급

여의지출은특히네덜란드와노르웨이에서약GDP의 5% 수준으로높게나타

난다. 장애비용은 OECD국가들에서 공적사회지출의 약 10%에달한다. (몇개

국가에서는 25%에달하기도한다). 2007년장애급여수급률은노동연령인구의

6%수준으로,  실업률과유사했다. 몇몇국가들에서는노동연령인구의거의10%

가장애급여를수급하고있었다. 지난 20여년간, 장애급여수급자의수와공공

지출은모두증가해왔다. 동시에그프로그램의지속가능성과부담여력에대한

재정적우려를낳기도하 으며, 네덜란드와스웨덴을비롯한몇몇나라에서는

장애급여의존도를낮추고장애인들의노동시장참여를증진시키기위한방책

을마련하라고유도하기도하 다.(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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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장애비용
장애로인한간접적인경제적비경제적비용은폭넓게걸쳐져있으며상당

히내용이많다. 경제적비용의주된구성요소는장애아동의교육에대한불충

분한투자로인해발생하는생산성상실과장애발생으로일자리에서퇴출되거

나일거리가줄어드는문제, 생산성의상실과관련한세금의상실등이다. 사회

적고립과스트레스같은비경제적비용은수량화하기가어렵다. 

중요한 간접적 장애비용은 장애인의 노동생산성 상실과 관련되며, 조세의

상실과도연관된다. 그상실분은가족구성원들이장애를가진그들의가족을

돌보고자일을그만두거나노동시간을줄일때증가한다. 그노동생산성의상

실은불충분한인적자본의축적(인적자본에대한투자부족)에서연유할수있

고, 고용의부족때문일수있으며, 불완전고용때문일수도있다. 

생산성및관련조세상의장애관련손실을추정하는것은복잡하며좀처럼

구하기도어려운통계정보를필요로한다. 예를들어, 노동시장에서장애때문

에내쫓긴사람이만약에일을한다고가정했을때, 그가지니고있을생산성을

추정하기란힘들다. 그렇기에생산성의손실분을추정하는일은드물다. 1998년

캐나다의전국인구건강조사자료를사용하여장애비용을추정한한연구에서

는 침상에서보낸날수나활동하지못했던날수뿐만아니라손상의유형, 나

이, 성별에따라장애를보고하고있다. 그연구에따르면, 단기간의장애와장

기간의장애로인한노동의손실이GDP 대비6.7%에달한다고한다.(167)

결론및권고

100여개국가에서수행된다수의설문조사를사용하여, 이장에서는장애가

개인, 가정, 지역사회및국가에대하여경제적사회적비용을부담케하는보편

적인경험임을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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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인구추정치에근거하여볼때(전세계인구는 69억명이고, 그중 18억

6천만명은 15세미만임), 약 7억8천5백만(세계건강조사추정, 15.6%) 내지 9억7

천5백만(세계질병부담추정, 19.4%)의 15세이상의장애인들이있다. 세계건강

조사에서는이중 1억1천만명의사람들이(2.2%) 매우심한기능상의어려움을

가진다고 추정한 반면에, 세계질병부담연구에서는 1억9천만 명의 사람들이

(3.8%) ‘중증장애(사지마비, 심한우울증, 전맹(全盲)등과같은정도의장애)’를

가진것으로보고있다. 아이들을포함하여 10억이상의사람들(세계인구의약

15%)이장애를갖고살아가는것으로추정되었다.

연령, 성별, 삶의단계, 위험환경에의노출, 사회경제적지위, 문화및이용가

능한자원들을포함하여많은요인들이복잡하여얽혀있어서장애는다양하

다. 이요인들모두는지역에따라눈에띄게다양하다. 많은지역에서장애의

증가비율은당뇨, 심장혈관질환, 정신적장애, 암, 호흡기질병과같은만성적

건강상태및부상의증가와연관된다. 고령이되면더높은장애위험에처하므

로, 세계적고령화가또한장애동향에중요한 향을미친다. 환경은장애출현

율과장애정도에큰 향을미치고, 장애인들이직면하는불이익에도큰 향

을미친다. 비장애인에비하여, 장애인과그가족들은더나쁜사회경제적성과

들을경험한다. 모든환경에서장애인과그가족들은비장애인들과대등한삶

의수준을달성하기위해종종추가비용을 부담한다.

장애는스팩트럼을통해측정되며환경에따라다양하기때문에, 출현율은

(장애와비장애를구분하는) 경계점이나상황과관련된다. 소득지원, 활동보조

기타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의수를추정하기를원하는나라들은지역정

책과관련하여그들만의추정치를구할것이다. 

비록이보고서에나타난출현율자료가가장활용할만한국제자료에서나

온것이라고할지라도그자료가결정적인것은아니다. 장애자료들을향상시

키기위해고려할만하고추천할만한노력들이여러나라에서, 주요국제기구들

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그럼에도자료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 더나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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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노력이필요하며, 특히개발도상국가에서는보다공고하고비교가능하며완

벽한데이터수집이긴급히요구된다. 장애자료를향상시킨다는것은장기적

인사업이지만, 개인과지역사회와국가의기능향상을위한근본적인토대를

제공할것이다. 더욱신뢰할만하고포괄적인국내외의장애에대한자료를추

구함에있어, ICF는측정과자료수집에대한공통의장을제공한다. 이런방식

으로정보의질을향상시키는것은국내적으로나국제적으로나, UN 장애인권

리협약의실천과국제적으로합의된개발목표의성취진도를모니터링하는데

필수적이다. 

다음의권고는장애에관한자료의질과유용성을증진시키는데기여할수

있다.   

ICF의채택
참여, 통합및건강의정책적목표와관련하여장애자료를수집하기위해 ICF

를보편적인틀로사용하는것은보다나은자료설계를돕고, 각기다른출처의

자료들이서로잘연결되도록할것이다. ICF는측정도구도아니고조사도구도

아니다. 그것은건강과장애통계에기준을제공해주는분류체계이고, 장애자

료의출처별로다른접근방식들을조화롭게하는어려운작업에도도움을준

다. 이를달성하기위해국가들은다음과같이할수있다. 

■정의와국가자료기준은 ICF에근거하도록한다. 

■비록최소한의데이터항목들이선택된다하더라도자료수집은손상, 활동제

한, 참여제약, 관련건강상태, 환경적요인들과같은 ICF 역을광범위하게

다루도록한다.

국가장애통계의신장
국내적수준에서장애인에대한정보는인구총조사, 인구조사, 행정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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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부터구할수있다. 자료수집의시기와방식의결정은, 이용가능한자원(인

적·물적)에달려있다. 장애자료, 출현율, 욕구및미충족욕구, 그리고사회경제

적지위에대한자료들을증진시키기위하여취할수있는방법은다음의단계

별로제시된다. 성별, 연령별, 소득별, 직업별로자료를구분하는것은아동이나

노인과같은장애인의하위그룹에대한정보를제공할것이다. 

■장애의정도를더욱잘이해하기위하여장애출현율을산정함에있어, 손상

접근법(impairment approach)을 대신해 기능 상의 어려움에 따른 접근법

(difficulties in functioning approach)을채택한다. 

■첫번째단계로, UN 장애통계에관한워싱턴그룹(United Nations 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과UN통계위원회의권고에따라국가인구조사자료를수

집할수있다. 인구조사자료는출현율추정치와인구사회학적상황에대한

정보와지리적자료를제공할수있고, (장애발생) 위험에처한인구를구별

해내는데사용될수있다. 또한더욱세부적인사후조사를실시하기위하여

응답자들을선별하는데사용될수도있다. 

■장애인에대한포괄적인자료를얻을수있는비용효과적이고효율적인접

근방법은기존의표본조사들, 예를들면전국가계조사, 전국건강조사, 일반

적사회조사나노동인구조사와같은조사들에장애에대한질문들을덧붙

이는것이다. 

■장애조사만을위한설문조사를실시하는것도장애와기능에대한광범위한

정보, 예를들면시설장애인과아동을포함하여, 장애출현율, 장애와관련된

건강상태, 서비스이용현황및욕구그리고다른환경적요인들과같은정보

를획득하는방법이될수있다. 

■인도주의의위기속에서, 특정설문조사를통해장애인에대한자료나추방

당한사람들을포함하여특정한장애의위험에처한사람들에대한자료를

수집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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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자료수집은사용자, 서비스의유형과양, 서비스비용에대한정보를

제공한다. 주류행정자료수집에는, 장애인의서비스접근성평가를위해표

준장애식별인자(standard disability identifiers)가포함될수있다. 

■다양한자료들의통계적연계는한개인에대한일련의정보를각각다른시

점으로부터얻을수있도록하며, 반면동시에개인의기 을보호한다. 이런

자료연계연구는자주빠르게상대적저비용으로수행된다. 

■자원이있다면, 장애에대한질문이들어있는종단적연구자료를수집하는

것이다. 종단적연구란시간을두고사람과그들의환경을조사하는것으로

연구자와정책결정자들이장애의역동성을보다잘이해할수있도록한다.

그런분석은장애획득이후에개인과그들의가족에게어떤일이일어났는

지, 장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공 정책들로부터

그들의상황이어떤 향을받는지, 장애와빈곤사이의인과관계는어떠한

지, 언제어떻게예방프로그램을시작하고개입방식을수정하고환경적변

화를일으킬수있는지에대한더나은지표를제공한다. 

자료의비교가능성향상
국가적수준에서수집된자료는국제적수준에서비교될수있어야한다.

■국가장애출현율에대한메타데이터를표준화한다. 예를들면장애의측정

과측정의목적을정의하고, 장애의어떤측면들이포함되는지를명시하고,

연속체(로서의건강상태)의어느선을장애구분의경계로할지정의하는것

이다. 이는국가보고장애출현율이세계보건기구의세계건강관측소(Global

Health Observatory)와같은국제자료저장고에들어가도록도울것이다. 

■다양한 역의기능수준을측정할수있는지속적인측정규준을사용하여

출현율산출방식을다듬는다. 이는상이한경계점및서비스와정책관련성

에대한민감도분석등장애경계점설정의다양한접근방식에관한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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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것이다.

■ ICF에근거한비교가능한장애정의와장애인에대한자료수집의통일적인

방법이개발되고, 여러문화에걸쳐평가되고, 설문조사나인구조사, 행적자

료에일관되게적용될필요가있다.  

■확장된장애측정도구가개발되고평가되어야하는데, 이는인구조사에통

합되는방식이거나, 부가설문조사로서사용되거나, UN 장애통계에관한워

싱턴그룹과부다페스트이니셔티브에서시작한것처럼장애조사의핵심으

로사용될수있는것이어야한다. 

■아동기장애를측정할수있는적절한도구를개발한다. 

■ (부다페스트 이니셔티브, 유럽통계위원회,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

회, UN통계위원회, 워싱턴그룹, 세계보건기구, 미국과캐나다를포함하여)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수준에서장애출현율을측정하는다양한활동들간

의협력과조정을증진시킨다. 

적절한도구의개발과연구격차의보완

■추정치의타당도를높이기위해, 자기보고식과전문가평가방식과같은상

이한유형의조사방법에관한추가연구가필요하다.

■환경속의개인과그상호작용을더욱명확히이해하기위해서, 환경과장애

의상이한여러면에대한환경의 향을측정하는보다좋은도구가개발될

필요가있다. 이는비용효과적인환경개입을촉진할것이다. 

■장애인들이살아온경험을이해하기위해서는보다질높은연구가필요하

다. 장애경험의측정은장애인의삶의질이나복지증진에대한측정과연결

될필요가있다.

■상호관계를더욱잘이해하고장애의진짜역학(疫學)을발전시키기위해서

는, (병적인건상상태를포함하여) 장애의건강상태측면을장애를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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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터 자료에 집어넣고, 건강상태와 장애와 환경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연구가필요하다.

■장애비용에대해잘이해하기위해서는, 장애추가비용에대한정의와산출

방식에대한기술적합의가필요하다. 비용-편익과비용-효과분석을포함하

여, 장애프로그램에대한공적지출의추정치뿐만아니라노동시장참여와

장애로인해상실된생산성에대한자료들도필요하다. 

장애에대한국가정책을알리는자료와정보들은통계기관이수집한자료,

정부기관이수집한행정자료, 정부부처나국제기구, 비정부조직과장애인당

사자조직에서나오는보고서들, 보통의학술지를포함하여폭넓은 역에서

수집되어야한다. 좋은실천에관한것을포함하여그러한정보는폭넓은국가

간네트워크에서공유되어야한다. 이는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경험을널리알

리도록도울것이고, 종종혁신적이며비용효과적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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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건의료
General health care

제 장



“제 담당 의사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 분은 그냥 제 주치의일

뿐만아니라제친구같은분이기도해요. 제아버지의주치의이기도하셨죠. 제가만나

고싶어할때그분은언제나저를위해시간을내주셨어요. 그리고항상“뭐가문제인

가요?”라고묻기전에제게이러저러한이야기를먼저해주세요. 저는고혈압때문에

혈압약60mg을먹곤했었는데요, 그때제의사선생님이혈압을낮추려면좀더활기

있는삶을살아야한다고말 해주셨죠. 선생님은제가무료해하면서일주일내내드

라마나보고지내지않길바라셨어요. 주변도좀돌아다니고활동적으로지내길바라

셨죠. 그건좋은생각이었어요. 그래서전자원봉사활동을구하기도했죠. 이제전친

구들도있고항상사람들과이야기도나누어요. 그리고이제는혈압약을20mg만먹으

면되요!”Jean-Claude(장클로드)

‘아이를가지면안됩니다.’제가결혼하고몇개월후에처음으로방문한

산부인과에서들었던말입니다. 전너무혼란스러웠어요. 저는왜아이를가질수없는

거죠? 제가신체적으로장애가있긴하지만그렇다고해서아이를가질수없다는어

떤의학적근거도없어요. 저는엄마로서제가자격이있는지에대해의문스러워하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비뚤어진 태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구나화장실, 진찰대등그게무엇이든지간에쉽게이용할수없는의료설비때문

에도어려움을겪어야했죠. 지금 전 5살짜리아들을둔엄마가되었고제아들은제

인생최고의보물이에요. 하지만당연한권리라고할수있는게어떻게해서이렇게

호사스러운것이되었는지에대해계속생각하게되요. 왜 좀 더좋은의료시스템을

이용할수있을만큼돈이있어야지만아이를가질수있었던걸까요?”Rania(라니아)

“의료센터에가서진료를받는동안, 의사들은저와건강증진에대해서는

이야기를나누지않아요. 뿐만아니라거기엔제몸무게를잴수있는체중계조차도갖

추어져있지않죠. 그래도전제건강과행복을증진시킬수있는여러활동들에참여

하려고계속노력할겁니다. 대부분의운동시설이나기구들이제가사용할수없는것

들이라쉬운일은아니긴하지만요. 제가사는동네근처에서는척수를다친사람들에

게적합한식단가이드를찾거나이용가능한시설과기구를갖춘치과를찾기는아직

힘드네요.”Robert(로버트)



3
일반보건의료

건강은 ‘단순히질병이나결점이없는상태가아니라신

체적, 정신적, 그리고사회적으로안녕한상태’라고정의할수있다.(1)

양호한건강상태는교육이나취업과같은다양한범위의사회적활동

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UN 장애인권리협약(CPRD) 제25조

는장애인들이차별받지않고가장높은수준의보건의료서비스를받

을권리를뒷받침하고있다.(2)

사람들의건강상태를결정짓는요소는광범위하며, 여기에는개

인적요소, 생활환경과근로환경, 일반적인사회경제적, 문화적그리

고환경적여건및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등이포함된다.(3,4)

이보고서는장애인들이비장애인들에비해열악한사회경제적결과

물을누리는경우가많음을보여준다. 다시말해, 장애인들은높은빈

곤율과낮은취업률, 그리고낮은교육수준을경험한다. 또한보건의

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에서불평등을경험하며결과적으로일반사

람들과비교하여보건의료에대한욕구가충족되지않는다.(5-8)

이장에서는보건의료체계가장애인들이겪는건강불평등의문제

를어떻게다룰수있는지에대해초점을맞춘다. 이를통해장애인들

의건강상태를광범위하게개관하고장애인들의보건의료서비스이

용을저해하는주요원인을찾고, 그것을해결할수있는방법들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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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자한다.

장애인의건강에대한이해

이장에서는장애인들이겪을수있는다양한유형의건강상태와장애인들

의의료불평등에기여하는몇가지요소들을살펴봄으로써, 장애인들의전반

적인건강현황에대해살펴본다(Box 3.1 참고). 하나의집단으로서장애인들이

보통사람들보다건강수준이좋지않다는것을보여주는사례들이늘고있다.(18)

장애인들은건강문제에대한취약성의정도가심하다고기술되는경우가종종

있다.(9, 17)

일차건강상태
장애는여러가지일차건강상태역주1와관련이있는데, 이중어떤것은건강

을악화시키고또보건의료욕구를증가시키는반면, 어떤것은장애인이건강

을유지하지못하도록악 향을미치지는않는다.(19) 그예는다음과같다.

■태어날때부터앞을못보는아이의경우, 일차건강상태나그에연관된손

상들때문에굳이지속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받아야할필요는없다.

■외상성척수손상이있는청소년의경우, 일차건강상태의긴급한단계에서

는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욕구가상당히높다. 그러나그후에는건강을

유지하기위한정도의보건의료서비스가필요할뿐이다. 예를들어이차건

강상태를예방하기위한수준의보건의료서비스가필요한것이다. 

■다발성경화증, 낭포성섬유종, 심한관절염혹은정신분열증과같은만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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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제를가진성인은그들의일차건강상태나그에관련된손상과관련하

여복잡하고지속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필요가있다.

Box 3.1.용어

일차 건강 상태(Primary health condition)

일차 건강 상태는 손상, 활동제한, 혹은 참여제약 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9)

일차 건강 상태의 예로는 우울증, 관절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국소빈혈성 심장

병, 뇌성마비, 조울증, 녹내장, 뇌혈관계질환, 그리고다운증후군등이포함된다.

일차 건강 상태는 운동손상, 감각손상, 정신손상 그리고 의사소통기능 손상 등 광

범위한손상을유발할수있다.

이차 건강 상태(Secondary conditions)

이차 건강 상태는일차건강상태의발현을전제로하는추가적인건강상태의

문제이다. 이차 건강 상태는, 일차 건강 상태가 나타난 시점과 이차 건강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경과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건강 문제들과는 구별

된다.(10) 이차 건강 상태의 예로는 압박궤양, 요로감염증,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

이차 건강 상태는 기능을 저하시키고 삶의 질을 낮추며 보건의료비용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수명을단축시키기도한다.(11) 이런 건강상의문제들은일차건강상태

로부터예측하거나미리예방할수있는경우가많다.(12,13)

병적인 상태

병적인 상태는 일차적 건강 상태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또 다른 추가적인 상태

이다.(14)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병적인 상태의 발견과 치료가 종종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여 나중에 그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기도 한다.(12) 예를 들어,

지적손상이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흔히‘진단의 그림자화

(diagnostic overshadowing ; 자신의 장애에 가려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지

지 않음)’를 겪는다.(15) 지적 손상을 가진 사람이 암이나 고혈압을 앓는 것도 병적

인상태의예에포함된다.

일반 보건의료의 수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보건의료를 필요로 한다. 일반 보

건의료 수요에는 건강증진, 예방 진료(예방접종, 일반적인 건강검진), 급성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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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질병에 대한 치료,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

런서비스에적절히연결시켜주는것들이포함된다. 이러한보건의료수요들은 1

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에 연관된 2차, 3차 보건의료 서비

스를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건강수준과 신체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1차 보건의료 서비

스에대한접근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16)

전문 보건의료의 수요

장애인들 중 어떤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전문적인 보건 의료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은 경우가 있다. 전문 보건의료 수요는 일차, 이차 그리고 병적 상태들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어떤 장애인들은 여러 건강상태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기

도 하고 그런 건강상태들 중 일부는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 상 문제와 신체구조

문제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에 있어서 진단과 치료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기때문에전문적인지식과기술이필요한것이다. 

이차건강상태의발생위험
우울증은장애인들이흔히겪는이차건강상태의하나이다.(21-23) 뇌성마비를

앓고있는어린이나성인,(24,25) 척추파열증을가진아이들,(26) 그리고소아마비로

인한마비증상이나(27) 신경근질환,(28) 외상성뇌손상(29)을가진성인들의통증사

례가보고된바있다. 척추부상을당한사람들이나(30) 척추파열증(31) 또는뇌성마

비를겪고있는사람들에게서는(32,33) 흔히골다공증이나타나기도한다.

병적상태의발생위험
장애인들도인플루엔자나폐렴과같이일반인들이감염되는질병에걸린다.

어떤장애인은신체적비활동성의증가와같은행태적위험요소로인해, 만성

질환을겪을가능성이더크다.(18) 또한장애인들에게는증상이더일찍나타나

기도한다.(17) 한연구에서는발달장애를가진성인의경우, 고혈압, 심혈관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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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당뇨병등의만성적인건강상태문제가나타날확률이비장애인과비교해

비슷하거나더높은것으로드러났다.(34) 보통사람들중당뇨병환자의비율은

2-3%에그치는데반해, 정신분열증을앓고있는환자중당뇨병이나타날확률

은약15%에이른다.

노화와관련된건강문제에대한높은취약성
장애인들중일부는정상적인경우보다노화과정이일찍시작된다. 발달장

애인들중어떤이들은 4,50대에조기노화의징후가나타나며노화와관련된

증상들을더자주겪게된다. 예를들어, 다운증후군을가진사람들은보통사람

들에비해알츠하이머에더많이걸렸으며, 지적손상(다운증후군과는상관없

는)을가진사람들은치매에걸릴확률이높았다.(35) 노화의과정과그에관련된

변화(노인성난청, 컨디션저하, 힘과균형감각의상실, 골다공증)들은장애인들

에게훨씬더큰 향을미친다. 예를들어, 현재이동장애가있는사람들은나

이가들어감에따라점차신체기능손실을더많이겪게된다.(9)

건강을위협하는행동의증가
몇몇장애를가진성인들이행하는건강에관련된행동들은일반사람들과

그정도에있어서차이가나기도한다.(12) 호주의 15세에서 64세사이의장애를

가진 성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확률이 높았으며(다른

사람들의 39%와비교하여 48%에이름) 매일흡연을하는비율도더높은것으

로 나타났다.(3) 미국의 행동적 위험 요소 감시 시스템(Behaviou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에서제공한 2001년과 2003

년의자료를보면이와유사한결과를찾아볼수있다. 장애인들은흡연을하는

인구의비율이높았고(21.7%와비교하여 30.5%) 신체적으로덜활동적일확률

과(11.9%와 비교하여 22.4%) 비만일 확률도 더 높았다(19.6%와 비교하여

31.2%).(18) 전국민을대상으로한표본을이용한캐나다의한연구에서는,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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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있는사람들이보통사람들보다신체적활동성이떨어지는것으로보고

되었다.(36) 르완다의한연구에따르면하지가절단된성인들이흡연이나음주,

기분전환용마약의사용, 그리고운동부족등건강에해로운행동들을많이하

는것으로나타났다.(37)

폭력에노출되는위험도가큼
폭력은, 장단기적으로, 부상, 신체적혹은정신적건강문제, 약물남용, 죽음

등건강결과에 향을미친다.(38) 장애가있는사람들이장애가없는사람들에

비해훨씬폭력의위험에많이노출되어있다. 미국에서는장애인에대한폭력

이비장애인에비해 4-10배까지더많은것으로보고되었다.(39) 장애인을대상으

로한성적학대도높게나타났으며,(40,41) 특히보호시설에머물고있는지적장애

를가진남녀의경우나(42-44) 친 한관계의동료,(40,45) 또는청소년을대상으로한

성적학대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46)

의도치않은부상을입게될위험이큼
장애가있는사람들은도로교통사고, 화상, 추락사고, 보조기구와관련된사

고등치명적이진않지만의도치않은부상을입게될위험성이크다.(47-51) 한연

구에서는자폐증, 주의력결핍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포함하여발

달장애아동이비장애아동에비해 2배에서 3배가량부상을입을확률이높은

것으로나타났다.(50) 다른연구들에서는장애를가진아이들이추락사고나(52) 화

상에관련된부상(53) 그리고자동차나자전거의충돌로인한부상을입을확률

이굉장히높은것으로결론내리기도하 다.(54)

조기사망의위험이높음
장애인들의사망률은건강상태에따라다양하게나타난다.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있는사람들은조기사망할위험이크다(각각 2.6배, 1.7배더크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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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능력에이상이있거나정신건강에문제가있는사람들의건강불평등문

제에관해이루어진 국과북아일랜드의한조사에서, 정신적장애인들은기

대수명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box3.2 참고).(15)

어떤사례들에서는선진국장애인의경우사망률이낮아지기도하 다. 예

를들어, 뇌성마비장애인의수명이비장애인과비슷하 다.(55) 지난몇십년간,

국과미국에서척수손상을입은사람들의부상발생후 1년에서 2년사이의

생존율은증가해왔다.(56,57) 그러나그시기를지나고나서의생존율도높아진다

는증거는없다.(57) 저소득국가장애인들의사망률에대한자료는한정적이다.

방 라데시의한연구는뇌성마비를가진사람들이조기사망할확률이높다는

점을보여주었다.(58)

Box3.2. 장애인들이겪는건강불평등15

2004년에서 2006년에걸쳐, 국의 장애인권위원회는학습장애가있거나정

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조기 사망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평등을다룬지역보고서를공식적으로조사하 다.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과 같은 장기적인 정신 건강 문제와 자폐증과 같은

학습장애를가지고있는사람들은 :

■ 보통사람들에비해만성적인건강문제를가지고있는경우가많았다. 그들은

비만이거나 심장병, 고혈압, 호흡기 질환, 당뇨병, 뇌졸중, 유방암 등을 가지고

있을확률이높았다. 정신분열증이있는사람들은장암에걸릴확률이거의두

배에 달했다. 학습 장애인들의 일차적 진료 세부사항에 대한 기록이 부실하기

는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서는 호흡기 질환과 비만의 발생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젊은 나이에 만성적인 건강상태의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 중 31%가 55세가 되기 전에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비장애인의경우에는 18%에불과했다.

■ 진단을 받은 후 일찍 사망하 다. 심장병 진단을 받은 뒤로 5년 동안(연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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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정)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8%만이 사망한

것과 비교하여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은 22%가, 그리고 조울증이 있는 사

람들은 15%가 사망하 다. 뇌졸중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이나타났다.

이러한 건강 불평등이 나타나게 된 주요 원인은 사회적 박탈이었으며, 정신건

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할 확률

이 높았다. 건강 증진의 부족, 서비스에의 접근성 결여 그리고 동등한 수준의 치

료의 결핍도 또한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장애인들은 두

려움과 불신, 일반적인 의료 시설에서 진료 대기 명단에 쉽게 올라가기 힘든 점,

진료예약을 잡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 정보의 부족,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

통, 그리고 자신의 장애에 가려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보았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는 두려움과 무지, 부적절한 훈련 등

이문제라고하 다. 

이 연구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저명한 보건 의료 전문가들이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해 지지하고 나섰다. 국의사협회는 의대생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비정부 기구들은 건강 불평등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 다. 국 정부

는학습장애인들이건강검진을받도록장려할수있는정책을도입하 고, 정신

보건 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 다. 보건의료위원회는 올바

른 의료행위에 대한 지침과 미래 보건의료분야의 조사에 사용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장애관련 NGO인 RADAR와 협력하여보건의료체계의장애요소를찾아

내는연구를진행하기로하 다.

욕구와충족되지않은욕구들
WHO의 2002-2004 세계건강조사에서세계 51개국의장애인응답자들은비장

애인들보다입원진료와외래진료를더많이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표

3.1 참고). 여성들이남성들보다더자주진료를바라는것으로나타났고, 성별

과연령대에상관없이저소득국가에비해고소득국가의장애인응답자들이

더진료를많이받으려하는것으로드러났다. 고소득국가에서진료를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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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응답자의비율은연령이높아질수록증가했고저소득국가의경우에는응

답이다양했다.

장애인응답자들은남녀와연령대를불문하고비장애인에비해필요한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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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욕구및미충족욕구59

%

저소득국가 고소득 국가 전체 국가들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남성

입원치료를희망 13.7 22.7* 21.7 42.4* 16.5 28.5*

외래진료를희망 49.3 58.4* 55.0 61.8* 51.1 59.5*

희망했으나
진료를받지못함 4.6 6.6* 2.8 3.3 4.1 5.8* 

여성

입원치료를희망 16.8 21.9* 30.1 46.7* 20.9 29.0*

외래진료를희망 49.6 59.3* 67.0 68.5 55.8 61.7*

희망했으나
진료를받지못함 4.8 6.1 1.8 4.6* 3.7 5.8* 

18~49세

입원치료를희망 13.5 23.2* 23.1 46.6* 16.1 28.1*

외래진료를희망 48.8 58.5* 56.7 63.4* 50.9 59.3*

희망했으나
진료를받지못함 4.3 6.2* 2.3 4.1 3.8 6.0* 

50~59세

입원치료를희망 13.9 20.7* 22.1 42.9* 16.6 27.1*

외래진료를희망 52.1 67.4* 61.4 74.9* 55.1 69.2*

희망했으나
진료를받지못함 4.2 6.7* 2.2 4.6 3.6 6.4*

60세 이상

입원치료를희망 18.6 20.6 31.4 42.3* 23.7 29.9*

외래진료를희망 49.9 56.7 67.9 67.6 57.3 60.8

희망했으나
진료를받지못함 5.6 6.3 2.2 3.8 4.2 5.3 

비고 : 세계건강조사의 사후층화 가중치(post-stratified weights) 사용(사용할 수 없을때에는 확률가중치 사용).
연령표준화함.
* t-검정 결과유의수준 5%에서비장애인집단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임



를받지못하고있다고응답했다. 또한저소득국가의장애인응답자는(6.1-6.6)

고소득국가의장애인응답자에비해필요한진료를받지못하는비율이더높

은것으로나타났다(3.3-4.6). 전국가응답자들의대답을연령을기준으로분석

한결과나이가많은응답자가나이가적은(59세이하) 응답자들에비해미충족

의료욕구가더적은것으로드러났다.

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욕구와미충족욕구는건강증진, 예방, 그리고치료

라고하는세가지 역에걸쳐서나타난다.

건강증진과예방

장애인의건강에대한오해가장애인은건강증진이나질병예방서비스에대

한접근성을필요로하지않을것이라는추측을낳았다.(60)

신체활동과같은건강증진을위한개입이장애인들에게유익하다는것은

근거가있는이야기이다.(61-65) 그러나건강증진을위한활동들이장애인을대상

으로하는경우는드물기때문에참여하는데에있어서여러가지장벽을경험

하게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다발성경화증,(66) 뇌졸중,(67) 소아마비,(67) 지적

손상,(15) 그리고정신건강에문제가있는사람들의(15) 건강증진서비스에대한

접근성이제한되었다는기록도있다. 

어떤 연구조사에서는 예방접종률에서의 차이가 아주 적다고도 하지만,(68-70)

일반적으로장애인들은건강검진이나질병예방서비스를제공받을확률이낮

다. 장애여성이비장애여성과비교하여유방암과자궁경부암검사를적게받

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15,68,69,71-75) 또한 장애남성이 전립선암

검사를덜받는다는것도확인되었다.(68,76) 국의한조사에서는지적손상과당

뇨병이있는사람은당뇨병에만걸린사람에비해체중점검을덜받으며, 정신

분열증과관동맥성심장병이있는사람은콜레스테롤검사를받을확률이낮다

는것이밝혀졌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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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재생산에관련된서비스

성과재생산에관련된서비스에는가족계획, 모성보건, 성폭행의예방과관

리, 그리고HIV/AIDS 등성을통한감염의예방과치료가포함된다. 정보가거의

없긴하지만, 장애인의욕구가상당히미충족상태에있다는사실은널리알려

져있다.(77) 장애를가진청소년이나성인들은성교육프로그램에서제외되는경

우가많다.(78,79) 또한미국에서수행된전국조사연구에따르면, 신체기능상제약

이있는여성들은일반개업의사들을방문했을때에피임약의사용에대한질문

을받을확률이낮다고한다.(71)

치과진료

장애인다수의구강건강상태가좋지않을뿐만아니라, 장애인들은치과진

료를받을기회도제한되어있다.(80-86) 장애아동들의치과치료실태를조사한호

주의한연구에서는표본의 41%에해당하는아동들에게간단한치과진료수요

조차충족되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81) 나이지리아라고스의어린이들을대상

으로구강건강보건서비스의이용에대해알아본한연구에서는장애를가진

아이들과사회경제적지위가낮은집의아이들은적절한치과시설을이용하지

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84)

정신보건서비스

정신건강상태에문제가있는사람들중다수가약물치료를포함하여효과

적인치료방법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고있

다. WHO의지원하에세계여러나라에서실시된대규모의연구조사에따르면

선진국에서는정신장애인들중 35%에서 50%에이르는사람들이, 그리고개발

도상국에서는 76%에서 85%에이르는사람들이연구조사가이루어진직전해

에전혀치료를받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87) 32개국의선진국과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한 37가지전염병의연구에대한메타분석에서는정신분열증,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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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불안장애, 알코올남용과알코올의존증등정신건강상태의문제에대한

치료의중위값이각각32%와78%로격차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88)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장벽들에 대한
대처

장애인들은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하려할때여러가지장벽들에맞닥뜨

리게된다.(7,89,90) 세계건강조사의자료분석에서는장애인이의료서비스를이용

할때태도와관련된장벽과신체적차원의장벽, 그리고의료시스템차원의장

벽을경험하게되는데, 남녀의성별에따라, 그리고장애유무에따라이런장벽

을경험하는정도의차이가큰것으로드러났다(표 3.2 참고). 인도의우타프라

데쉬(Uttar Pradesh)와타 나두(Tamil Nadu) 지역에서실시된조사에서는, 비

용(70.5%)과해당지역에서의서비스부족(52.3%), 그리고교통편(20.5%)의세가

지문제가보건시설을이용하는데있어서가장큰장벽인것으로밝혀졌다.(91)

이와같은조사결과는비용, 거리, 교통수단의부족과더불어의료서비스가더

이상도움이되지않는다는것과개인적으로서비스에만족하지못하는것을

보건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이유라고밝히고있는남아프리카의연구에의해

서도뒷받침된다.(92-95)

각국정부들은양질의알맞은가격의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

임으로써, 즉가용자원을최대한활용함으로써장애인의건강상태를개선할수

있다. 대개여러가지요소들이상호작용하여장애인의보건의료서비스의이

용에제약을가하기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시스템에서서로상호작용하는

모든구성요소들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정책과법률의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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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보건의료서비스를충분히받지못하는이유59

%

저소득국가 고소득 국가 전체 국가들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남성

진료비부담할
여유가없음 40.2 58.8* 11.6 29.8* 33.5 53.0*

교통편없음 18.4 16.6 6.9 28.3* 15.2 18.1

교통요금부담못함 20.1 30.6 2.1 16.9* 15.5 27.8*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자의장비부적합 8.5 18.7* 5.5 27.8* 7.7 22.4*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자의능력부적합 5.8 14.6* 9.9 13.5 6.7 15.7*

이전에좋지못한
대우를받은경험 4.6 17.6* 7.2 39.6* 5.1 23.7*

시간적여유가없음 9.5 11.9 6.2 7.9 8.8 11.8

어디로가야할
지를모름 5.1 12.4 1.5 23.1* 4.3 15.1*

본인 혹은아이가의료
시설을이용할정도로 42.6 32.2 44.1 18.0* 43.7 28.4*
아프지않다고여겨서

시도했으나의료
서비스를거부당함 5.2 14.3* 18.7 44.3* 8.5 23.4*

기타 12.8 18.6 12.5 20.5 12.4 18.1 

여성

진료비부담할
여유가없음 35.6 61.3* 25.8 25.0 32.2 51.5*

교통편없음 14.0 18.1 7.9 20.4* 13.8 17.4

교통요금부담못함 15.3 29.4* 4.4 15.2* 13.3 24.6*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자의장비부적합 10.2 17.0 8.4 25.7* 9.8 17.0*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자의능력부적합 5.3 13.6* 8.9 20.6* 6.3 15.7*

이전에좋지못한
대우를받은경험 3.7 8.5* 9.3 20.1* 5.3 10.2*

시간적여유가없음 6.1 8.3 8.3 17.8 6.6 10.6

어디로가야할
지를모름 7.7 13.2 9.3 16.2 9.0 12.2

본인혹은아이가의료
시설을이용할정도로 30.7 28.2 21.3 22.6 29.3 29.3
아프지않다고여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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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국가 고소득 국가 전체 국가들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시도했으나의료
서비스를거부당함 3.8 9.0* 19.6 54.6* 7.3 21.7*

기타 30.2 17.0* 23.0 24.0 28.5 16.4* 

18~49세

진료비부담할
여유가없음 38.7 65.4* 14.1 27.7* 33.6 58.7*

교통편없음 12.7 13.7 6.6 25.1 11.3 16.0

교통요금부담못함 15.0 29.5* 4.6 11.2* 12.8 25.8*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자의장비부적합 9.7 17.4* 9.2 29.3 9.5 20.3*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자의능력부적합 6.2 15.4* 10.9 18.4 7.4 16.3*

이전에좋지못한
대우를받은경험 5.1 15.1* 6.8 17.9* 5.5 15.5*

시간적여유가없음 9.0 13.4 8.8 23.9 8.8 15.8

어디로가야할
지를모름 7.0 11.9 2.0 9.0* 5.9 11.8*

본인혹은아이가의료
시설을이용할정도로 40.2 30.6* 26.8 26.9 37.0 29.4
아프지않다고여겨서

시도했으나의료
서비스를거부당함 7.0 11.9 2.0 9.0* 5.9 11.8*

기타 16.0 13.5 17.5 14.4 16.2 13.3 

50~59세

진료비부담할
여유가없음 49.6 67.4* 17.9 26.7 42.8 58.0

교통편없음 19.8 16.0 2.9 2.3 16.3 13.0

교통요금부담못함 23.1 33.0 0.7 4.0 18.5 26.3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자의장비부적합 8.6 14.5 4.2 29.1 7.7 15.1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자의능력부적합 6.5 13.3 10.0 40.9* 7.2 17.6

이전에좋지못한
대우를받은경험 6.7 12.4 7.2 31.1 6.8 14.0

시간적여유가없음 8.8 9.7 14.9 10.8 10.2 9.7

어디로가야할
지를모름 11.6 18.5 6.5 4.5 10.5 15.6



■재원조달과의료비용부담능상의장벽에대한대처

■의료전달체계에서의장벽에대한대처

■인적자원장벽에대한대처

■자료와연구의부족한부분보충.(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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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국가 고소득 국가 전체 국가들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본인혹은아이가의료
시설을이용할정도로 35.4 14.5* 38.2 5.3* 36.0 13.0*
아프지않다고여겨서

시도했으나의료
서비스를거부당함 6.4 17.9 18.0 55.3* 9.0 24.5*

기타 18.6 12.8 34.8 44.5 22.1 19.9

60세 이상

진료비부담할
여유가없음 36.8 47.7 14.4 21.1 30.6 38.7

교통편없음 25.1 24.3 9.5 30.3* 20.6 22.0

교통요금부담못함 23.6 27.5 1.9 28.5* 18.0 24.7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자의장비부적합 9.1 17.1 3.2 20.6 7.7 16.5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자의능력부적합 4.1 11.8 6.6 18.5 4.8 14.8

이전에좋지못한
대우를받은경험 1.7 6.7* 8.7 36.7* 3.7 14.1

시간적여유가없음 5.4 4.1 2.7 1.2 5.1 3.2

어디로가야할
지를모름 4.5 13.8 9.0 37.6* 6.1 16.5

본인혹은아이가의료
시설을이용할정도로 31.8 32.7 56.2 21.6* 38.9 31.2
아프지않다고여겨서

시도했으나의료
서비스를거부당함 2.6 7.8 4.5 62.1* 3.2 25.8*

기타 27.7 25.2 12.2 35.5* 23.7 22.6 

비고: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 Pearson’s Chi-Square test에 따라, 모든 사례에서 결과는 유의미함. 세계건강
조사의 사후층화 가중치(WHS post-stratified weights) 사용(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확률가중치 사용). 연령표
준화함.
* t-검정 결과유의수준 5%에서비장애인집단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임



정책과법률의개정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정책과법률은장애인의보건의료욕구를충족시키

는데도움이될수있다. 물론정치적인의지와재원, 그리고기술적인지원이

실제적인정책과법률의이행을이끌어낼수있는상황이어야한다. 국제적차

원에서만들어진정책은국가의보건의료정책에 향을미칠수있다.(98) UN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새천년 개발 목표(MDGs) 등과 같은 국제적 협정은

장애인을위한보건의료서비스의가용성을증진시키고자하는정책의근거가

될수있다. CRPD는다음과같은분야들에서어떤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고

권고한다.

■접근성 - 보건의료, 보건서비스, 음식이나음료수, 건강보험, 생명보험등을

이용하는데있어서장애인에대한차별을중지해야한다. 여기에는접근성

이높은환경을조성하는것도포함된다.

■의료비용부담여력 - 장애인들이다른사람들과마찬가지로, 종류가다양하

고우수하며남들과동일한수준의무료혹은감당할수있는정도의보건

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가용성 - 조기개입과의료서비스를사람들이사는지역에서가능한한가

까운곳에위치시켜야한다.

■품질 - 보건서비스종사자들이다른사람에게제공하는것과동일한품질의

보건서비스를장애인에게도제공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건강격차를없애기위해서는, 장애인들중건강불평등을경험하는사람들

이있다는것을국가보건서비스정책의틀안에서공식적으로인정하는것이

필요하다.(11) 호주, 캐나다, 국, 미국과같은나라들은특별히지적손상을가진

사람들의건강문제를다루는국가적의제나성명서를공표하 다.(14) 전체인구

의 건강상태 문제 예방을 위한 계획의 기본 틀인 미국의 건강한 사람들

2010(Healthy People 2010)에서는장애인에대해서도언급하고있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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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에서뿐만이아니라다른많은분야들에서도 ‘장애친화적인’ 정책

들을수립하여접근장벽을무너뜨리고장애인들의건강을증진하고지역사회

에서의삶에적극적으로참여하게할수있다.(99) 교육, 교통, 주택, 노동,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서의법률과정책들은모두장애인들의건강상태에 향을

미칠수있다(더자세한정보는5-8장을참고).

장애인들은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데있어서의장벽에대해가장잘

알고있으며또한그것에가장 향을많이받는사람들이다. 따라서이러한장

벽들을제거하기위해서는장애인당사자로부터조언을들을필요가있다.(89) 보

건의료시스템의설계와운 과정에실제이용자를참여시키는것이유용하다

는것은연구결과에서도나타난다.(100) 지적손상이있는사람들이라든지,(101) 정

신건강상태에문제가있는사람들,(102-104) 장애를가진아동들(105) 등다양한장애

인들이여기에기여할수있다. 그리고장애인의가족들과개호인들도기여한

다.(106,107)

협력작업에대한헌신적인자세가요구되며, 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에따

르는구조적이고제도적인, 그리고전문적인어려움들에대해잘알고있는보

건의료서비스제공자들의조언도필요하다. 비록이용자들을참여시키는데

있어서의시간적, 기술적어려움들과자원의문제가있음은인정해야하겠지

만,(100,106) 그로인해얻는이득도상당하다. 장애인들은보건의료시스템을자주

이용하며또한이용하는의료서비스의폭이넓은편이기때문에그들의이용

경험은보건시스템전반의성과를측정하는데에도도움이된다.(17,89)

재원조달과비용부담능력상의장벽에대한대처
2002-2004 세계건강조사(World Health Survey) 보고서에서는저소득국가의

장애인들이성별과연령을불문하고필요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는가

장큰원인이비용부담문제인것으로밝혀졌다. 51개국가에서장애가없는남

성과여성들의 32-33%가보건의료서비스를감당할경제적능력이없는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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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애인들은그비율이 51-53%에이르 다(표 3.2 참고). 교통비항목도저소

득국가와고소득국가모두에서연령과성별을통틀어보건의료서비스이용

을제약하는장벽중에서높은위치를차지하고있었다.

보건서비스는정부예산, 사회보험, 민간건강보험, 외부에서기부된기금,

그리고비정부분야에서마련한것과사재를포함하는민간분야의자금등다

양한자금원에의해운 된다. 세계건강조사에따르면현재소득, 저축혹은보

험을통해서비스비용을지불하는사람의전체비율은장애인이든비장애인이

든대략적으로비슷하게나타났다. 그러나개인의비용지불방식은집단간에

다양한차이가나타났다. 우선고소득국가에서는보험이비용을지불하는좀

더일반적인방식이었으나, 저소득국가에서는물건을팔거나친구또는가족

들에게도움을받는것이비용을마련하는좀더흔한방식이었다. 그리고장애

인들은물건을팔거나, 돈을빌려서혹은가족들에게의지하여비용을마련하

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표3.3 참고).

이론적으로공중보건시스템은보편적이용을보장해야하지만이런경우는

흔치않다.(108,109) 어떤나라도모든국민이모든종류의보건의료서비스를즉각

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고있지는않다.(110) 아주가난한나라들에서는

가장기초적인의료서비스만이용가능한정도다.(110) 공공보건분야의비용지

출제한으로인해, 적절한보건서비스의제공에차질이생기고서비스이용비

용을스스로부담하는가구의비율이크게증가하고있다.(109,111) 저소득국가들

중여러나라에서보건예산의 1% 미만이정신건강보건서비스에사용되고있

으며이들중에는보건서비스의재원조달방법을주로개인부담의원칙에의

존하고있는나라들도있다.(112) 중간소득국가들중일부는정신건강보건서비

스와같은의료서비스를민간분야에서제공하도록하는방향으로바뀌고있

기도하다.(113)

장애인들은고용률이낮으며경제적으로어려운처지에있을확률이높으므

로민간건강보험을감당하기가어렵다.(114) 고용이된장애인들도기존건강문

144



제때문에보험대상에서제외되거나혹은오랜기간보험보장을거부당해왔기

때문에(11) 부분적으로만보험이적용되기도한다.(114) 또한이미갖고있던건강문

제(장애)와관련된치료에대해서는보험금청구가배제되거나, 높은수준의보

험료를내야만하거나, 진료비를사비로충당해야하기도한다. 이런부분들은

미국에서도계속문제 다. 하지만, 2010년 3월부담가능한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법률(Affordable Care Act)이제정되었고, 이법률에따라 2014년부터는기

존의건강상태의문제(갖고있는장애)를사유로보험보장을거부하는것이

금지된다.(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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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장애인과비장애인의비율로본보건의료비용지출59

%

저소득국가 고소득 국가 전체 국가들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남성

현재소득으로지출 84.6 81.4* 3.3 70.1 80.9 79.1

저축에서지출 10.6 9.8 11.5 12.9 10.8 11.1

보험에서지출 1.8 1.8 11.3 13.3 5.1 5.2

물건을팔아서지출 13.6 17.6* 3.3 5.3 9.9 13.6*

가족이대신지출 15.8 23.8* 7.7 13.5* 12.9 21.3*

빌린 돈으로지출 13.7 25.2* 5.9 14.7* 11.0 21.6*

다른 방법으로지출 5.3 5.1 2.6 6.5* 4.3 5.5 

여성

현재소득으로지출 82.9 82.8 1.5 74.9 78.5 80.3

저축에서지출 9.1 10.8 11.4 11.6 10.1 10.8

보험에서지출 2.0 1.8 11.1 16.0* 5.7 6.2

물건을팔아서지출 12.0 14.2* 2.4 4.7* 8.3 10.7*

가족이대신지출 16.7 26.6* 9.3 15.1* 13.7 22.7*

빌린 돈으로지출 14.0 23.5* 6.4 12.7* 11.2 19.5*

다른 방법으로지출 6.7 5.8 2.6 3.6 4.9 5.3 

비고: 세계건강조사의사후층화가중치사용(사용할수없을때에는확률가중치사용). 연령표준화함.
* t-검정 결과유의수준 5%에서비장애인집단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임



51개국에걸쳐실시된 2002-2004 세계건강조사를분석한결과에서는고소득

국가와저소득국가모두장애를가진남녀의경우, 장애를가지지않은성인에

비해민간기관이나정부로부터의료비공제라든지보건서비스이용시특별요

율혜택등을받기가더어려운것으로드러났다. 게다가장애인들은그들이건

강보험으로부터어떤혜택을받을수있는지를알아내거나건강보험에서환급

을받는데있어서일반사람들보다어려움을겪는경우가더많았다. 이러한결

과는 18세에서 49세의사람들에게서가장분명하게나타났고, 약간다르나더

나이가많은집단에서도소득수준에상관없이이런결과가나타났다(표 3.4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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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보건의료서비스비용마련의어려움59

%

저소득국가 고소득 국가 전체 국가들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남성

겪는 어려움의 종류

공제나특별요율
혜택을받기어려움 17.7 24.1* 7.5 14.1* 15.0 22.0* 

보험 신청과정
상의어려움 3.6 6.6 4.7 12.4* 4.3 10.1* 

받을 수있는
혜택이나수급권리를 4.0 9.0* 8.6 17.2* 6.4 13.2*

찾는데어려움

건강보험환급금을
받기어려움 3.3 7.4* 3.5 11.8* 3.4 8.6* 

여성

겪는 어려움의 종류

공제나특별요율
혜택을받기어려움 15.7 23.5* 5.9 16.5* 12.3 21.1*  

보험 신청과정
상의어려움 3.3 5.2 5.1 9.3* 4.5 7.0* 

받을 수있는
혜택이나수급권리를 3.3 6.0* 8.4 15.9* 6.2 10.7*

찾는데어려움

건강보험환급금을
받기어려움 3.2 5.4* 3.2 5.8* 3.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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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국가 고소득 국가 전체 국가들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18~49세

겪는 어려움의 종류

공제나특별요율
혜택을받기어려움 15.7 22.5* 6.3 15.8* 13.7 21.6* 

보험 신청과정
상의어려움 4.2 6.7* 4.2 10.7* 4.1 8.3* 

받을 수있는
혜택이나수급권리를 4.6 8.0* 9.9 17.7* 7.3 12.1* 

찾는데어려움

건강보험환급금을
받기어려움 4.2 7.1* 4.1 10.6* 4.1 8.0* 

50~59세

겪는 어려움의 종류

공제나특별요율
혜택을받기어려움 17.5 24.2* 7.9 18.5* 14.9 23.1* 

보험 신청과정
상의어려움 3.8 5.8 5.9 14.6* 5.0 10.4* 

받을 수있는
혜택이나수급권리를 5.0 7.9 9.1 19.9* 7.4 13.8*
찾는데어려움

건강보험환급금을
받기어려움 4.4 7.1 5.0 8.0 4.7 7.4  

60세 이상

겪는 어려움의 종류

공제나특별요율
혜택을받기어려움 18.6 25.5 6.9 14.0* 13.6 20.1* 

보험 신청과정
상의어려움 2.1 4.4 6.0 7.8 4.7 6.7 

받을 수있는
혜택이나수급권리를 1.6 6.1* 5.8 11.7* 4.2 9.6*
찾는데어려움

건강보험환급금을
받기어려움 1.3 4.7 1.5 4.8* 1.5 4.7* 

비고: 세계건강조사의사후층화가중치사용(사용할수없을때에는확률가중치사용). 연령표준화함.
* t-검정 결과유의수준 5%에서비장애인집단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임



일반적으로사회(의료)보장시스템은, 개인과고용주의급여에서일정부분

을의무적으로분담하도록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109). 이러한고용주기반

의시스템은장애인들의고용률이비장애인들보다낮기때문에다수장애인들

의접근성을제약할가능성이있다. 장애인이고용이되었다하더라도고용주

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과 연계된 보험료를 감당하기가 힘들 뿐만이 아니

라,(114) 비공식적인분야나작은사업체에서일하는장애인들은보험의혜택을

제공받지도못할확률이높다.(114)

세계건강조사에따르면 31개국저소득국가와중저소득국가의장애인응답

자들은총가계지출의 15%를보건의료서비스비용으로사용하는것으로밝혀

졌다. 그에비해비장애인들은총가계지출의 11%를보건의료비용으로지출하

다. 비장애인들과비교하여또한성별, 연령집단을통틀어서, 그리고세계은

행의정의에따라나뉜저소득국가나고소득국가모두에서, 장애인들은재앙

에가까운수준의막대한보건의료비용지출(표 3.5 참고)에더많이노출되어

있는것으로드러났다. 모든나라들에서비장애인구의 17-18%가막대한의료비

용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과비교해, 전체장애인구의 28-29%가엄청난의

료비용지출로고통을받고있다. 그러나성별과연령집단을막론하고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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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5. 장애인과비장애인의막대한보건의료비용의지출비율59

%

저소득국가 고소득 국가 전체 국가들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장애없음 장애있음

남성 20.2 31.2 14.5 18.5 18.4 27.8

여성 20.0 32.6 12.7 18.7 17.4 28.7

18~49세 19.9 33.4 13.2 16.1 17.9 29.2

50~59세 18.2 32.6 13.0 24.7 16.4 30.1

60세 이상 21.2 29.5 14.2 21.5 18.3 26.3

비고: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 Pearson’s Chi-Square test에 따라, 모든 사례에서 결과는 유의미함. 세계건강
조사의사후층화가중치사용(사용할수없을때에는확률가중치사용). 연령표준화함.



국가보다는저소득국가에서이비율이훨씬높게나타났다.

재원조달방안들

보건의료시스템의재원조달방안은건강의증진, 예방, 치료및재활의혼합

체라할수있는보건의료서비스가사람들에게적절하게제공될수있는지, 그

리고사람들이서비스이용과관련하여부담하게될가계재정의위기로부터

보호받을수있는지여부를결정한다.(110,116) 사회보험과공동부담방식(개인이지

불하는사회보험료와고용인의부담금)은공정하고감당할수있는수준이어

야하며개인의지불능력을고려하여야한다. 지불능력이안되어의료를이용

하지못하는장애인들의경우에는정부가그서비스비용을부담할때보건서

비스에대한접근성이완전히보장될수있을것이다.(110)

일련의재원조달방안들을통해, 일반사람들의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가

용성을증가시킬수있고장애인들의접근성도높일수있다. 세계건강보고서

2010(World Health Report, 2010)에서는사람들의보건서비스이용을저해하지

않는비용부담방안에대한행동지침을개략적으로설명하고있는데, 다음과

같은내용이포함되어있다.(110)

■세수조달의효율성의제고, 정부지출우선순위의조정, 혁신적인재정관리,

개발원조의제공등을통하여보건서비스에쓸수있는충분한자원을축적

한다.

■재정적위험요소를제거하고접근성장벽을철폐한다.

■낭비를없애고효율성을높인다.

감당할수있는수준의, 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하는것

은모든사람들과관계되는것이긴하지만, 위에제시된자료는장애인들이보

건의료에대한욕구가더높으며그런욕구가충족되지못하는경우가더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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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보여준다. 따라서이장에서는장애인들의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

을높일수있는재정적전략들에대해중점적으로다루고자한다.

비용부담이가능한수준의건강보험제공

보험이있으면(공공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아니면혼합형이든간에) 장애

인들의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과이용률을높일수있다. 보험에가입

되어있으면 1차진료를받을가능성의증대, 충족되지않은욕구의감소(특수

진료포함), 진료지연이나보류의감소등, 다양한사항의개선효과를기대할

수있다.(117-119) 넓은범위의기초의료서비스를보장하는보험은임상효과의개

선을가져오고,(120) 또한각가정에서사비로비용을내야하는부담과이로인한

재정적문제의발생을줄여준다.(118) 건강보험보조금의지급은장애인들의보

험보장범위를넓혀줄수도있다. 대만과중국의건강보험제도는지적장애인

들에게장애의정도에따라보험료의일부분을지급해준다.(121) 콜롬비아에서는

건강보험보조금지급이소득하위 20%에해당하는사람들의보장범위를넓혀

주었는데,(122) 장애인들이하위소득 20% 층에불균형적으로많이몰려있었기때

문에장애인들에게도혜택이많이돌아가게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욕구가큰장애인대상

보건의료서비스를가장필요로하는사람들을지원하기위해서 1차진료담

당의사와조직을위한자금조성을목표로해온정부들이있다. 뉴질랜드의 1

차보건의료서비스계획인케어플러스(Care Plus)는 1차보건의료기관들이종

합적인사정, 개인진료계획수립, 환자교육, 정기적인후속조치등과더불어

더잘조정되고저렴한비용의서비스들을제공할수있도록하기위해일인당

자금을대략 10%정도추가로지원한다.(123,124) 미국정부주도의사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는의사, 환자, 가족, 및간호사가참여하는컨퍼런스를통해

소통을촉진하고, 생활방식의변화를지원하며, 치료호응을개선하기위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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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담당의사들에게추가적인급여를지급한다.(125) 이프로그램으로심장에

문제가있는노인들의신체기능이개선되었고, 잠재적으로는보건의료서비스

총지출비용을낮출수도있게되었다.(125) 또한여러나라정부들은장애인단체

나장애인들을위한보건의료프로그램을담당하는비정부기구들에대한재정

적지원도늘리고있다.(91,126,127)

소득보조급여와보건의료서비스이용연결

라틴아메리카의저소득층을위한보건의료서비스비용충당방식에대한보

고서에따르면, 효과적인 1차보건의료서비스와비용지출메커니즘이마련되

어있는상황에서, 조건부현금지급이예방적보건서비스의이용을증가시키

며서비스이용자들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할뿐만아니라적극적으로보건의

료서비스를이용하도록장려할수있다고한다.(111,128-131) 일반적으로예방적보건

서비스의혜택을적게누리는장애인집단을대상으로조건부현금급여를지

급하면, 의료서비스에대한장애인의접근성을증대시킬수있을것이다.(114)

일반소득보조급여제공

장애인들을위한무조건적현금지급은, 무엇보다, 보건의료, 재활, 교통, 교

육, 근로서비스등을이용할때장애인들이겪게되는장벽들에대한인식을바

탕으로하고있다. 여러국가들에서이러한현금지급방식을통해빈곤가구나

장애인가족이있는빈곤가구에소득보조를제공하거나혹은장애를가진개

인에게직접소득보조를제공하고있다. 방 라데시,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등의몇몇국가들은빈곤층인구와가족구성원중장애인이있는가구를대상

으로하는무조건적현금지급프로그램을운 하고있다. 그런프로그램들은

빈곤층가구의가처분소득을늘리는것을목표로하는데, 가처분소득은예를

들어식료품을구입한다든지, 아동을학교에보낸다든지, 아니면보건의료서

비스비용을낸다든지하는식으로해당가구의우선순위에따라소비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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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정책의방향을이끌어갈수있는최선의운 방식은존재하지않지만,

적어도현금지급방식은다른사회정책들이나사회보호프로그램들과보조를

맞추며공존해나갈수있다. 

접근성을높이기위한자부담의감소혹은제거

공식적인형태든비공식적인형태든간에사비로보건의료서비스비용을

지출하는것을줄이거나없애게되면가난한사람들의보건의료서비스이용률

을높일수있고재정적어려움이나대재앙수준의보건의료비용지출도줄일

수있다.(110,111) 이점은비장애인들보다보건서비스에더많은지출을하는장애

인들에게특히중요한문제이다(표 3.3 참고). 그러나서비스요금을없앤다고

해서반드시접근성이높아지는것은아니며, “무료”보건서비스일지라도사

람들이이용하지않을수도있다. 예를들어, 정신건강에문제가있는사람들은

사회적낙인과같은장벽들때문에서비스를이용하려하지않을수도있고, 이

동성손상문제를가진사람들은보건서비스이용시에또한물리적장벽들을

경험할수도있다.(72,113)

장애인의접근성을높이도록의료서비스제공자들에게유인책을제공

몇몇장애인에게는장기적인의료서비스와접근성이보장된의료시설이필

요하다. 여기서의료시설은 (장애인들을위해접근성을높이고편의시설을마

련하는등) 효과적인조정을위한추가적인자원을필요로한다.(114) 이에미국의

소규모의료시설에대한세금공제는, 환자의편의시설에드는비용을충당하

는데도움을주고있다.(132) 웨일즈에서는새로제정한 1차진료기관의장애접근

성기준을통해, 일반의료시설들이장애인들에게좀더이용하기쉬운서비스

를제공하도록유인하고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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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3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이용

2001년 세계건강보고서(world health report)는 지적건강상태에이상이있는

사람들이 효율적이고 인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방안

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133)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이들에

게문제가된다. 또한 시골지역에사는사람들과같은특정집단의사람들도다른

집단의사람들에비해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할기회가적다.(134)

국가전체의정신과병상수대비대도시내또는인근의정신과병상수의비율

비고 : 저소득국가(LICs), 중저소득국가(LMICs), 중상소득국가(UMICs)

정신 보건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135) 그

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의료 서비스는 여전히 주로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다.

저소득 국가와 중저소득 국가들에서는, 입원환자 치료에 소요된 날수의 1일당 외

래 환자의 수(0.7명)가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136) 기관 중심의 의료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의 이행은 더디고 안정적이지도 못하다. 42개국

저소득 국가와 중저소득 국가의 정신보건 시스템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136)에

서는 정신보건 서비스에 관련된 자원이 압도적인 비율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대도시의 정

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인구 도에 따라, 한 국가의 대도시 지역에는 나머지 지

역들보다정신과환자를수용할수있는병상의수가거의세배나더많았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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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도표 참고). 저소득 국가들에서는 이런 불균형이 더욱 심해서 대도시 지역 병

상의 수가 여섯 배나 되었다. 인적 자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연구 대

상이 되었던 나라들 전체에 걸쳐서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와 간호사의

인구별비율은나라전체의사와간호사의인구별비율의두배가넘었다.

지적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보건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보건의료시스템이강화될필요가있다. 이를 위한조치에는 1차 보건

의료 서비스로의 대대적인 통합과 입원의 방지, 특히 대규모 정신병원에의 입원

방지, 그리고 사후관리와 이동 서비스팀을 통한 정신보건 환자의 외래진료 강화

등이 포함된다.(161) 누구에 의해 제공되든지 간에 정신보건 서비스는 장애인권리협

약(CRPD)에 따라정신장애인들의인권을존중해야한다.(162)

서비스전달체계의장벽들에대한대처
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는, 도시외곽의멀리떨어진지

역까지함께아울러장애인의보건서비스에대한인식과보건서비스의가용

성을보장하는것이필수적이다(box 3.3참고). 보건서비스가존재하긴하지만

장애인들은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하려할때물리적장벽, 의사소통상의장

벽, 정보장벽, 조정장벽등다양한장벽에맞닥뜨리게된다.

물리적장벽은의료시설의건축설계상의문제나의료기구의문제, 혹은교

통수단상의문제와연관되어있다.(11,69,72,96)

시설과관련된장벽들에는이용불가능한주차공간, 고르지않은건물진입

로, 불충분한안내표지, 좁은통로, 내부계단, 부적절한화장실설비문제등이

있다. 브라질 41개도시들에서기초의료시설들의건축설계상의장벽들을조

사한결과, 약 60%에이르는시설들이신체기능에문제가있는사람들에게적

절한접근의기회를허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137) 비슷한결과가독일에

센지역에서실시된연구조사에서도나타났는데, 정형외과의 80%와신경외과

의 90%가접근성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었으며, 그결과휠체어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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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사람들은자신이원하는의사를만나는데에어려움을겪고있었다.

장애인들은의료기구의이용에서도종종제한을받는데특히, 이동장애를

가지고있는사람들의경우가그렇다. 세계건강조사에서장애남성들은그들의

소득수준에관계없이모두의료서비스공급자의의료장비(약물치료를포함

하여)가적절치못하다고응답하 고(비장애남성들의응답비율 7.7%와비교하

여 22.4%), 고소득국가의장애여성들도비슷한어려움을겪고있다고응답했

다(표3.2 참고). 예를들어, 이동장애를가진많은여성들이유방암과자궁경부

암검사를받을수없었는데, 왜냐하면검사대가높이를조절할수없는것이었

으며, 유방암검진장비는서있을수있는여성들만사용할수있게되어있었

기때문이었다.(11,132)

장애인들은교통문제를그들이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데있어서의장

벽으로자주언급하는데, 특히보건의료시설에서멀리떨어진곳에사는사람

들의경우더욱그렇다(표 3.2 참고).(91-95) 장애인들은교통편이용에있어서제약

을받고, 교통비용을부담하기어려운경우도있으며, 아예이용이불가능한경

우도있다.(139) 미국의한연구에참여한장애인들의대다수는교통문제가보건

의료서비스이용의가장큰장벽이라고답하기도하 다.(89) 대한민국의한연

구에서는, 교통장벽이심각한신체적손상을입은사람들이나의사소통에제약

이있는사람들을만성질환에대한집단검진에참여하지못하도록하는요소

일수있다고응답했다.(140)

장애인과보건서비스공급자간의의사소통문제도고려해야할부분으로

꾸준히언급되고있다.(79,141,142) 의사소통의어려움은장애인들이보건서비스의

이용예약신청을하려고할때, 자신의병력과증상을설명할때, 혹은진단에

대한설명이나건강상태의관리에대한설명을이해하려고할때발생하게된

다. 병력에대한정보를활동보조인이나가족들, 또는다른사람들이보건의료

서비스종사자들에게전달하게되면정보가부정확해지는경우도있다.(143)

서비스공급자들이장애인과의사소통하는것을불편하게느낄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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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예로, 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들중다수가심각한정신질환을가진사람들

과소통하는방법에대해훈련을받지못했으며, 그들과의의사소통에서불편

함과효율성이떨어지는것을느끼게된다.(144) 미국에서실시된청각장애여성

들의보건의료서비스이용실태에대한조사에서는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들

이종종머리를숙이고말을해서청각장애여성들이입술의움직임을읽을수

없게되는것으로드러났다.(141)

알맞은형식을통해의사소통하는데실패하게되면, 순응(규칙을따르거나)

과 (교육등의) 참여에있어서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145) 짐바브웨장애아동

부모연합이위탁한한연구를보면장애인들은 HIV/AIDS 관련서비스에서배

제되는것으로드러났다. 그이유는청각손상이있는사람들에게상담과테스

트자료가수화로제공되지않았으며, 시각손상을입은사람들에게제공된교

육과의사소통자료는점자로되어있지않았기때문이었다.(146)

장애인들중에는재활서비스와같이다른서비스분야담당자의조언을필

요로하는, 다양하고복합적인의료수요를가진사람들이있을수있다. 이러한

욕구는교육분야나사회분야와같은다른서비스분야에까지확장될수있다.

그런데복합적인서비스를필요로하는장애인들이단편적인서비스나중복된

서비스를제공받는경우가종종있다.(147) 이들은아동관련서비스로부터성인

서비스로의이전이나,(149-151) 성인서비스에서노인서비스로이전등과같이,(152,153)

서비스제공자가바뀌는경우에생기는과도기적문제들을겪기도하 다.(148)

서비스제공자간의사소통이결여되면, 잘협력되고조정된서비스를제공

하기힘들다.(154) 1차보건의료담당자들이전문의들에게의뢰를할때관련정보

를충분히제공하지않는경우가있다. 거꾸로, 1차보건의료담당자들이의뢰

한전문가들로부터적절치않은상담결과를받는경우가자주있으며, 병원입

원후퇴원요약지가1차진료담당의사에게아예전달되지않기도한다.(155)

장애인의 1차진료시간은비장애인에비해길어질수있다(156). 지적손상을

지닌성인을대상으로진단이나검사, 임상절차수행, 건강증진서비스등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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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하면추가적으로시간이필요한경우가종종있다.(99) 담당의사들이장애

인들을상담하는데추가적으로들인시간은보상되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

에,(132,156) 실제들어간비용과받게되는보상간의격차는보건서비스제공자들

이포괄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는데에있어서걸림돌로작용

한다.(156) 그러나짧은상담시간으로, 때로는복잡한장애인들의보건의료욕구

를담당자들이충분히이해하고다루기에는또한부족한면이있다.(154,157)

건강에대한사람들의인식은사람들의건강과관련된행동들, 즉보건의료

서비스이용및의료욕구소통방식등에 향을줄수있다. 예를들어, 가나시

골지역의간질을앓고있는사람들에대한한연구에서는, 간질에대한주술적

인믿음이건강상태와치료에대한의지에 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졌다.(158)

잠비아의시골지방에서실시된한연구에서는 380명의간질환자들중에서단

16%에해당하는사람들만이간질예방치료법이있다는것을알고있는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48%에해당하는사람들은한번도간질치료를받아보지않

았으며, 70%는병원에서발작증상에대한치료를받을수있다는사실을알지

못했다.(158) 소수인종의정신장애인들도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할확률이낮

은것으로밝혀졌다.(14,159) 정신건강상태에문제가있거나신체적, 감각적, 그리

고지적인손상을가진여성들에대한호주의한연구에서는, 성에관한자각,

산부인과검사와관련된과거의쓰라린경험들, 그리고장애를얻기전의자신

에대한기억들이모두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데있어서장벽으로작용하

는것으로밝혀졌다.(72) 또다른예에서, 나이가들어감에따라장애를경험하게

되는사람들은자신들의증상을단지 ‘노화의한과정’이라고보아 ‘정상적인것

으로치부’하고적절한치료를받을생각을하지않았다.(160)

일반보건의료서비스에장애인들을포함시켜야함

사회의모든집단들은종합적이고포괄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할수

있어야한다.(122,163) 보건연구의우선순위에관한한국제적조사는장애인들의

일 반 보 건 의 료 ｜ 157



특정손상상태에대해다루는것은, 그들의보건의료수요를 1차의료시스템

으로통합하는것에비해부차적인문제임을지적한다.(164) 일반적으로 1차의료

서비스는해당사회의사람들이가장이용하기쉽고, 부담할수있는수준의서

비스이며, 용인될수있는형태의서비스이다.(161) 예를들어, 아프리카와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개발도상국여섯개국가에서실시된연구에대한체계적인

분석에따르면, 정신장애인들을위해서는, 해당지역의감당가능한수준의 1차

보건의료 프로그램들이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165)

장애인을 1차보건의료서비스에포함시키기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들이

청각손상, 시각손상, 언어손상, 이동성손상, 그리고인지적손상등에서비롯

된다양한욕구를충족시켜야할필요가있다. 표 3.6에는조정의사례들이나와

있다. 이런합리적조정의효력에대한근거가제한적이긴하지만, 이들조정은

연구문헌과장애인사회에서널리장려되는실천적인접근법을대표한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중간 이하 소득수준의 환경에서는 지역사회중심재활

(CBR) 프로그램들이장애인이나그가족들의보건의료서비스이용을장려하고

촉진할수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지침중보건부분에서다루어진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은장애인들이접근장벽을극복하는것을도와주고, 1차의료기관

종사자들을훈련하여장애를이해하게하고보건의료서비스에의의뢰를주도

할수있게한다.

포괄적의료서비스의보완을위한특정대상을목표로하는개입들

특정대상을목표로하는개입들은장애를가진개인들의건강불평등상황

을개선하고그들의특수한의료수요를충족시키는데도움이된다.(4,17) 포괄적

프로그램을이용하기힘든집단의사람들 - 예를들어, 지적손상이나정신건강

상태에문제가있는사람들, 혹은청각장애인들 - 에게는이러한표적화된개입

이적절할것이다. 특정대상을목표로하는개입은이차건강상태의문제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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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상태에처할위험이높은장애인들에게, 혹은현재진행중인보살핌을필

요로하는특수한의료수요가있는상황에서도도움이된다(box 3.4 참고). 장

애인들을대상으로하는건강증진을위한노력들은생활방식과관련된행동들

을개선하고, 삶의질을높이며, 의료비용을감소시키는등상당한 향을미칠

수있다.(18, 168) 지적손상을가진사람들을위해특별히개발된체중감소와체력

단련을위한몇몇소규모건강증진프로그램들은어느정도성공하기도하

다.(169) 미국에서실시되었고, 12주간의운동프로그램과보건교육프로그램으

로구성된, 다운증후군을가진사람들을위한개입의결과, 체력과근력,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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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 합리적인조정의예

조절 제안된 접근법

시설의 길에서부터의료시설로들어가는통로의접근성확보, 장애인들을
구조적 변경 위한적합한주차공간할당, 이동 보조장비나사람들의도움을받을

수있도록하는진찰실과다른의료공간들의배치, 경사로와손잡이
설치, 출입구의확장, 복도의통행에방해가되는물건들을치우기,
리프트설치, 선명하고큰 씨로된또는인쇄물또는점자를사용한
표지판, 변기와손씻는곳을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게변경, 서거나
바닥에앉아서기다릴수없는사람들을위한자리제공.

유니버설 디자인의 높이조절이가능한진찰대또는낮은침대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 
장비 사용 앉은저울사용, 휠체어를타고도이용이가능한진단장비사용 :

예를들어유방암검진장비같은것들.

적합한 방식을 통해 큰 씨, 점자, 오디오와그림형식의대체적방식을통해보건정보
정보를 소통 제공, 환자에게직접적이고분명하게이야기하기,  확실히이해할수

있도록천천히정보제공하기, 활동이나동작들을그냥설명하지말고
직접행동으로보여주기, 수화통역서비스제공, 특정 형식과관련
도움을주기위해읽어주거나옮겨적거나해석해줄수있는사람
지원하기. 

진료 예약 시스템의 이메일이나팩스를통한진료예약서비스제공, 문자메시지나
조정 전화로진료예약이있음을알려주기, 예약진료시추가시간배정,

진료예약에서첫번째나마지막순서에배정, 일반 의료수요와
장애인의료수요에관한진료예약을하나로모으기.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원격진료, 이동의료서비스와왕진, 환자가원하고상황이적절하다는
대안적 방법 전제하에서진료상담에환자가족이나간병인참여, 보건 의료

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교통수단지원.



력이상당히개선되었고약간의변화 지만의미있는수준의체중감소가나타

났다.(65)

Box 3.4 아프리카의장애청년들의HIV/AIDS 감염을예방하기167

1999년에 국제 네트워크인 세계재활협회(RI)는 아프리카 장애인 10년 계획

(Africa Decad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홍보하고 HIV/AIDS문제에 대

처할 수 있는 리더쉽과 인권문제에 관한 교육을 하기 위해, 모잠비크와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에서 HIV/AIDS 프로젝트를 시작하 다. 비정부 조직인 모잠비크의

기적(Miracles of Mozambique), 장애인법무조직(the Disabled Organization

for Legal Affairs),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의 사회경제개발처 등이 이 프로젝트의

지역협력단체로참여하 고스웨덴의국제개발부에서이단체들을지원하 다.

12세에서 30세 사이의장애인 175명을 대상으로한어떤기초연구조사에서는

HIV/AIDS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으며, 이용가능한 형식의 정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료 시설을이용하기가힘든경우도종종있는것으로드러났다.

이 HIV/AIDS 프로젝트에서 만든 교육 자료에는 HIV/AIDS 관련 문제와 장애

를 가진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봉사활동가들과 동료

교사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 등이 실려 있다. 이 교육 자료에는 수화가 사용된

DVD나 점자와 같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 교육 자료는 HIV/AIDS관련 단체와 장애 관련 단체들에 널리 보급되었

다. 2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와힐리어와 포르투갈 어로 진행된 네 개의 교육훈

련 워크샵은 나중에는 모잠비크 시골 지역의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

었다. 이 워크샵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는 지방에서 HIV/AIDS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대중 매체와 인터넷, 그리고 일반 대중

교육을 위해 정부 대표 인사와 비정부기구의 대표 인사들이 참여한 세미나 등을

통해광범위하게캠페인이전개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에는, HIV/AIDS 교육 프로그램들에서 장애에 관련

된 문제가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 다. 장애를

가진 청년들과 동료 교사, 그리고 봉사활동가들을 교육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참

여적이고포괄적인접근방식이효율적인것임이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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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킴

1차진료서비스팀이장애인들에게포괄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서는전문화된서비스기구, 조직, 및시설(170)로부터의지원이필요하다. 네

덜란드의일반개업의사들을대상으로한연구조사에서의사들은지적손상을

가진사람들이일차진료서비스를받아야한다는것에동의하 으며, 동시에

행동이나정신의학상의이상, 혹은간질과같은문제들에대해서는전문가로

부터지원을받을수있느냐여부의문제를 ‘중요함혹은매우중요함’으로평가

하 다.(171) 1차진료환경에대한포괄적인검토보고서는필요한경우지적장애

인들이여러분야의전문가들로부터지원을받도록하라고권고하고있다.(169)

정신보건서비스와관련된우수사례들을보면전문가들의중요성이부각된

다.(161) 우간다에서는정신보건전문가가진료의감독과지원을위해 1차진료

시설을방문하고, 브라질에서는방문(왕진) 정신보건전문가가 1차진료담당

의사와함께환자를진찰한다. 그리고호주에서는일반개업의사가필요한경

우, 노인정신병담당간호사, 심리학자, 또는정신과의사와연락을취할수있

다.(161)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중심보건 서비스들은, 몇몇 나라들에서

전문의에의한보건서비스욕구를충족시킨다. 국에서는지적손상을가진

사람들도학습장애담당팀을얼마든지이용할수있다. 이학습장애담당팀은

일반보건서비스가욕구를충족시키지못할때전문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

며 1차진료서비스가의료욕구를확인하고충족시킬수있도록지원한다. 그리

고일반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개인과가족, 그리고다른전문가

들에대한교육과조언을제공한다.(172) 브라질과인도의지역복지파견팀은척

추부상환자들을추적하여, 피부관리, 장과방광의관리, 관절과근육의이상

관리, 통증관리등과같은문제들에대처한다.(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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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보건서비스의제공

장애인들중일차건강상태, 이차건강상태, 병적인상태등의문제를다루어

나가는데있어서 1차진료서비스제공자와좀더협력적인관계를가지고자

하는사람들이많다(7). 지적손상을가진성인들과개호인간의상호작용을강

화하기위해고안된호주의포괄적건강평가프로그램을시행한결과, 일반개

업의사들이지적장애인의의료욕구에더관심을가지게되었으며, 건강증진

과질병예방의효과도높일수있음이밝혀졌다.(174)

사람중심의접근법은 :

■장애인이그들의건강을관리할수있도록교육하고지원해주어야한다. 자

기관리를통한접근법은, 만성적인건강상태전반에걸쳐, 건강과삶의질을

개선하는데효과적이었을뿐만아니라, 어떤경우에는보건의료시스템에

들어가는비용을낮추기도하 다.(125,175,176) 적절한훈련과지원, 공동의사결

정의기회가주어진다면, 장애인들도적극적으로자신의건강상태를개선시

킬수있다(box 3.5 참고). 교육을많이받은장애인일수록의사소통이원활

하고보건의료시스템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으며, 일반적으로그들이

이용하는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도높다.(179,180)

■장애인이자신의건강상태를더잘관리할수있게하기위해서는비슷한처

지의사람들로부터의지원과함께시간의제한이있는, 자기관리교육과정

을제공해야한다.(176) 만성질병을가진환자의증가로보건시스템에과중한

부담을지고있는니카라과에서는의료센터내에“만성질환자클럽”을설립

하여당뇨병을가진사람들에게위험요소와질병관리법, 합병증의징후, 건

강한생활방식등을교육하고있다.(181) 하지가절단된사람들의건강증진수

요에관한르완다의한연구는장애인들이경험을공유하고건강한생활습

관을 기르도록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워크샵의 활용을 권유한

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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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5 의료서비스팀에참여한척추손상환자들

2005년,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서 큰 역

할을할수있는것인지를조사하기위해다국적이니셔티브가만들어졌다. ‘장애

인들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이 이니셔티브는 세계보

건기구(WHO)와 라울 폴레로 재단 (Associazione Italiana Amici di Raoul

Follereau, AIFO) 그리고 국제장애인연맹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이

공동으로참여한조직이다. 이 조직은급성질병치료에관한전통적모델에따라

조직된 보건의료서비스는 장애인이 자기건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에 부적합하다는

WHO의권고에따르고있다.(177)

콜롬비아 피에데쿠에스타(Piedecuesta)에서 시행된‘새로운패러다임’프로젝

트는 척수손상을 당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단체로 만나 그들의 보건 의료 수요

에 대해 토론하도록 권장했다. 보건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과 사회 복지사들은 보

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적 자가 건강관리기술에 관한 상호의견교환이 활

발히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을 이끌었다. 토론에서는 욕창, 소변과 관련된 문제들,

카테터역주2 관리 그리고성과관련된것등이주제로다루어졌다.

토론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보건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과의 관계가 긴 해졌으

며프로젝트가시작된이후삶의질이높아진것으로보고되었다. 이 토론그룹은

2년 간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진 후 협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협회

의 구성원들은 피에데쿠에스타의 지역 병원에 척수손상으로 새로 입원한 사람들

과 그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이 그 지역보건 의료서비스팀 역할의

일부를담당하게하 다.(178)

■상황이적절한경우, 가족구성원들과개호인을서비스전달과정에참여시

켜야한다. 개호인이나가족구성원들은지식이나기술이부족할수도있다.

그들은건강한생활방식의중요성을이해하지못하거나장애인들에게나타

나는변화가건강상태의문제를알려주는것임을알아차리지못할수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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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2) 가족구성원들이나개호인들은장애인들의보건수요를알아차리고,

보건의료서비스를받는것을도움으로써장애인들이건강해지기위해하

는행동들을지원해줄수있다. 진료예약을잡아준다거나예약진료시간에

장애인을데려다주는것, 그리고정보의소통을돕고건강에도움이되는

활동을하도록장려하거나그런활동을유지하도록도와주는것등이여기

에포함된다.(14) 미국의한연구에따르면배우자나동반자, 그리고고용된개

호인이그어떤다른종류의개호인들보다도장애인들이예방적인보건의료

서비스를확실히받을수있도록해줄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183)

보건의료서비스의조정

서비스조정은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방식에대하여여러분야가함께관

여하여협동하는팀중심적접근을촉진시킨다. 그에따라장애인들이적절한

보건서비스와자원을제공받을수있으며또한자원의효율적이고공평한배

분도가능해진다.(147,154,184) 단기적으로는서비스조정이서비스의제공비용을증

가시킬지도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보건의료서비스제공의품질과효율성그

리고비용효율성을향상시킬가능성이있다.(184-188) 혜택을누릴수있는사람들

을정확히목표로잡아대상화하는것이보다나은결과를낳을수있고, 불필요

한조정비용을줄일수있는방법이다.(189) 여러연구를보면, 주거와교육에관련

된서비스기관들을포함하여여러서비스기관들을아우르는통합적이고조정

된접근법은장애인들의병원과요양원이용빈도를줄이고그들의전반적인

건강상태를개선하며지역사회에대한참여도늘릴수있는것으로확인되었

다.(190,191)

장애인들을위한보건의료서비스간의이행이매끄럽게이루어질수있도

록조정하는효과적이고효율적인방법들은여전히연구중이다. 하지만일반

적으로효율적이라고간주되는몇가지방법들에는다음과같은요소들이포함

되어있다.(148,1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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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조정자를둔다. 일련의보건의료인력들이의료서비스조정자

의역할을맡을수있다. 1차진료서비스구조가아마도전체의료서비스

시스템을통해진료를조정하기에가장효과적인곳일것이다.(155,185) 그리고

많은장애인들은 1차의료기관의일반의사들을장애인들의보건의료서비

스전반에대해책임을지고있는사람이자광범위한지역사회중심보건서

비스의문지기역할을하는사람으로여기고있다.(193) 때로는진료조정서비

스와보건서비스촉진자들이사람들로하여금 1차보건의료를이용하도록

돕기도한다.(120) 국에서는임상간호전문가가지적장애인들의보건의료

서비스조정을담당하기도한다.(169)

■개인별맞춤진료계획을수립한다. 맞춤진료계획은현재와과거의진료서

비스를연결하고미래의수요에대비하기위해서중요하다. 진료계획은사

람들의요구와환경의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유연성이있어야한다.(194) 호

주의강화된 1차진료정책은일반개업의사들을격려하여포괄적인건강상

태사정과여러분야에걸친종합적인진료계획을수행하도록하고노인과

만성질환을앓는사람들, 지적손상문제를가진사람들과의케이스컨퍼런

스를실행하도록권장하고있다.(169)

■서비스상호간의적절한의뢰와효과적인정보의교환시기적절한의뢰역주3

는필요한서비스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하며스트레스와불만, 그리고이

차건강상태의발생을줄일수있다.(154,195,196) 효과적인의뢰를위해서는서비

스제공자들사이의원활한의사소통도매우중요하다.(197) 개인의능력과어

려움, 학습이나의사소통의방법에대한정보들을포함하는전자기록이나

환자기록부가있으면아동대상서비스에서성인대상서비스로이행할때

혹은여러보건의료담당의사들로부터서비스를받아야할때도움이될

수있다.(154) 관련된서비스목록이나지역사회의서비스자원들에대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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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용할수있다.

정보통신기술의활용

정보통신기술은보건의료서비스의수용능력을증대시키고, 서비스의제

공방식을개선하며, 사람들이자신의건강상태를더잘관리할수있게한다.(198)

어떤정보기술들은그효력에대한근거가미약하거나아니면효과가제한적인

것으로나타나기도하지만, 여타기술들은보건의료시스템에혜택을가져다

주며개인건강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기도한다.(199)

■전자의료기록 - 전자적의료기록을공유함으로써흔히나타나는진료의연

속성단절문제를극복할수있다.(200)

■원격의료서비스 - 정신장애의평가, 투약관리와같은정신의학원격진료

서비스를받은사람들은자신들이받는서비스에대한만족도가높다고보

고하 고,(201) 화상진료도자기관리프로그램서비스를성공적으로제공하여

왔다.(202)

■소비자보건정보과학 - 인터넷을기반으로한자기관리프로그램들이만성

질환을앓고있는사람들에게도움이되었다.(175,203) 인터넷기반의청각검사

와기존의청각검사를비교한한연구에서는, 인터넷기반의검사도성공적

으로수행될수있음을증명해보 다.(204) 그리고인터넷포털사이트들이개

인들에게 1차진료담당의사와의만남을준비하고만성적건강상태문제

에대해이야기를나눌수있도록하는 ‘이-코칭(e-coaching)’을제공할수있

다는것도보여주었다.(180)

인적자원의장벽들에대한대처
인적자원의장벽에는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들의태도문제와지식과기

술의문제그리고보건의료행위가장애인의권리와상충하지않도록하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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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등이있다. 

장애인들은사회적낙인이나차별을겪을까두려워보건의료서비스를찾

는일을꺼릴수가있다.(205) 그들은보호시설에수감되거나혹은다른종류의비

자발적인치료를받았을수가있으며, 학대와무시, 그리고지속적인가치절하

를경험해왔을수도있다. 무신경한태도나무례를경험했던사례를포함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을이용하면서겪었던좋지못한경험들로인해, 장애인들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에대해불신하고, 의료서비스를이용하려는의지도

꺽이고, 결국자가진단과자가치료에의존하게된다.(89,206) 그러므로보건의료서

비스제공자들에게있어서는장애인을존중하는자세를갖는것과그들에대해

잘알고그들에게지지적인행동을보이는것이매우중요하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들이가지고있는잘못된태도나오해가여

전히 장애인들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벽으로 남아있

다.(90,207)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들중에는장애인을진료하는것을불편하게느

끼는사람이있을수있으며,(157) 부정적인태도나추측이진단에 향을미칠수

도있다. 장애인들은성적인욕구가없다고생각하는흔한오해로인해보건의

료서비스담당자들이종종성이나재생산과관련된보건서비스를제공하지

않기도하는데, 이는그러한예가될수있다.(11,79,89,208)

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들은장애와관련된일차건강상태, 이차건강상태,

그리고 병적인상태에대한적절한지식과기술이부족한경우가종종있고, 또

한 장애인들의 보건의료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

다.(89,154,209)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들은장애와직접적으로관련된의료수요에

어떻게대처해야되는지확신이없을수도있고, 장애와관련있는건강문제와

장애와관련이없는건강문제를구별해내는방법을잘모를수도있다. 또한

포괄적인보건의료서비스의필요성에대해잘이해하지못하고있을수도있

다.(96)

그실례로, 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를위한학부과정의훈련프로그램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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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장애인의보건의료수요에대해다루는경우가드물었다. 또한, 일반개업

의사들은훈련부족이장애인에대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그들의능력에

향을미친다고지적하고있다.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들의장애에대한이해부족과제한된지식으로인

해적절한시기에효율적으로보건의료서비스들을조정하지못하는경우가종

종있다.(96, 154) 그래서어떤경우에는부적절한검사가행해지기도하고장애인들

이불편하고불안한경험을하게되기도한다.(210) 연구결과나임상지침에의한

뒷받침없이,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들이제공하는진료는상당히다양하다.

한연구에서는척수손상을입은사람들이골다공증치료를위한약을처방받지

못하는가장큰이유가일반개업의사들에게근거중심의지침들이없었기때문

인것으로밝혀지기도하 다.(30)

특정건강상태의존재만으로누군가의능력을판단하기에는불충분하다.(211)

UN장애인권리협약제12조에따르면, 특정건강상태의문제가있는사람들에

게능력이부족하다고추정하는것은용인될수없기때문이다. 장애인의법적

능력을행사할권리를부정하게되면장애인이스스로의건강관리에적극적으

로임하는것을제한할수있다. 후견제도또는기타형태의대리의사결정보다

는지원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이보다앞선방식이다.(box 3.6 참

고).

장애인의보건의료수요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

높이기위해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들을교육하고훈련시키는것은중요한

문제들이다.(89,127,142,143,209,217) 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들은장애를초래하는건강상

태의원인과결과그리고치료법에대해배워야하며, 또한장애인에대한사회

의낙인으로인해생기는장애에관한잘못된추측들에대해서도교육을받아

야한다.(145,150,154)

프랑스의일반개업의사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는의과대학커리큘럼에

장애입문과정을설치할것과, 장애에관련된계속교육을실시할것및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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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을공급할것을권고하고있다.(157) 교육과훈련에관한한혁신적인접

근법은장애인당사자들이학생들과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들에게광범위한

장애관련문제들을가르치는것을그내용으로한다. 그들이가르치는내용에

는장애인들을차별하는태도와관행, 의사소통기술, 물리적접근성의문제, 예

방적진료의필요성, 의료서비스조정이잘이루어지지않았을때의결과등이

포함되어있다.(145, 154) 신체적손상, 감각적손상, 그리고정신건강상의손상을가

진장애인당사자에의한교육훈련은장애인들이경험하는문제들에대한지식

을향상시킬수있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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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6장애인들의성과재생산에대한권리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그들

의 법적인 능력을 향유하며(제12조),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출산능력을

유지할권리가있으며(제23조), 성과 재생산에관련된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5조). 장애인들은 성에 무관심하다고 여기거나

혹은장애인들의성욕과생식력을통제해야한다는편견이널리퍼져있다.(77) 장애

인들도 활발한 성적 욕구를 가진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사실이며,(212) 그렇기 때문

에 모든 장애인들의 성적 건강과 긍정적인 성관계 경험을 위해 도움이 되는 성교

육에대한접근성의문제는중요하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재생산권을 제한하기 위해

비자발적인불임수술을시행한사례들이많이발견되고있는데, 특히 지적장애인

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많고, 그 중에서도 거의 모든 경우 여성 지적 장애인들

이수술을받는다.(213-216) 불임수술은월경관리를위한방법으로사용되기도한다.

장애인들의 비자발적인 불임수술은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장애인

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자발적 불임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게다

가 불임수술이 월경 관리나 생식력 통제를 위한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214) 그리고

불임수술은 성적학대나 성병에 대한 어떠한 보호책도 제공하지 못한다. 불임수술

이 필요한 경우라면, 장애인의 권리와 상충되는 다른 이해관계들보다 항상 장애

인 당사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인 틀과 보고 및

시행체계가마련될필요가있다.



장애교육을학부과정의훈련프로그램에포함

학생들에게장애인을포함하여환자들과의사소통하는것을가르치는교육

자들이늘어나고있으며, 많은연구에서여러보건의료전문가들의성공적인

성과들을보고하고있다. 

■호주의학부 4학년과정에재학중인의대생들을대상으로한연구는 3시간

의의사소통기술에대한워크샵을한이후발달장애인들에대한태도에상

당한변화가있음을지적하 다.(218)

■미국의한연구에서는, 의대 3학년생들이 90분간의교육에참여한후에장

애인에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쌍하다고여기는’ 감정이완화된것으

로보고되었다.(219)

■한연구에서는장애인당사자로부터받은교육이의대생들에게장애가진료

계획에어떤식으로 향을미치는지에대해알게해주었고, 장애에대한태

도를반성하고인식하는계기가된것으로나타났다.(220)

■의대 4학년생들을대상으로한어떤연구에서는장애인당사자들의패널발

표를연구에이용하 다. 그결과학생들은장애인들의개인적인경험과더

불어의료환경에서그리고환자-의료서비스제공자의관계에서무엇이효

과가있었고무엇은효과가없었는지에대해들을수있었으며, 이를의미있

게여긴것으로나타났다.(221)

■러시아의작업치료학과 1년차와고등학교졸업후전문과정에다니는학생

들을위해전러장애인협회(All Russian Society of the Disabled)가직접개발하

고가르친장애관련기초수업들은학생들이장애에대해긍정적인자세를

갖도록하는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하 다.(222)

■교육커리큘럼의변화가간호학을전공하는학생들의장애인에대한태도에

향을미치는지를알아보기위한한연구에서, 학생들의태도가교육과정

의마지막학년을마치는시점에더긍정적으로변하는것으로나타났다.(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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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들에게지속적인교육을제공

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들중다수가장애에대한지속적인교육의필요성

을인정하고있다.(143) 한연구에서보건서비스제공자들은특별한교육이필요

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드러났는데그중에는장애관련자원의이용방법, 의

료서비스조정방법, 장애인들에대한합리적인편의제공방법, 성과재생산에

관련된보건의료수요를다루는법, 장애상태를기술하는양식의작성방법등

에대한정보교육이포함되어있었다.(209) 국의사례를보면일차보건의료서

비스를제공하는전문간호사들은일반적으로지적장애인을돌보는것에대해

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었음에도이분야에대한교육훈련을다른것보다

더우선적으로중요하게여기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224)

인도재활협회(Rehabilitation Council of India)는일차보건의료시설에서일

하는의료관계자들에게장애와관련된문제들을교육하기위해국가적규모의

교육프로그램(1999-2004)을시행했다. 이프로그램의목적에는, 예방, 건강증진,

조기발견, 치료, 그리고재활등에대한지식을보급하는것과, 장애인들을위한

보건서비스에대한인식의제고, 보건의료관계자들이법률이나인권과같은

일반적인장애관련문제들에대해 주의를기울이도록하는것등이포함되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 말미에는 대상자인 25,506명의 의료 관계자 중

18,657명이교육훈련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225)

적절한자원으로보건의료종사자지원

근거중심의임상진료지침은보건의료서비스관계자들이장애인들에게

적합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도움을줄수있다. 예를들어‘학

습장애인들의구강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임상지침과통합의료경로’

라는매뉴얼(226)은보건관계자들이학습장애인들의구강건강상태를개선하는

데도움을준다. ‘진찰대에서의매너등’이라는매뉴얼은산부인과의사들이

장애여성을진찰할때도움을받을수있는대체진찰체위에대한그림과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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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공한다.(132) 자원안내책자들도보건서비스종사자들이환자를전문가에게

소개하거나, 장애인을운동프로그램, 자조단체들, 재가복지실시기관등지역

사회중심서비스에연결시켜주고자할때도움을줄수있다. 보건의료서비

스종사자를포함하여많은사람들에게보급된‘말라위장애관련서비스안내

책자’는말라위의모든장애관련조직이나단체, 그리고서비스들에대해자세

히설명하고있다.(227)

자료와연구의부족보완
적절한근거자료는더나은결정이나더나은건강성과를이끌어낼수있

다.(228,229) 믿을만한정보는보건과관련된문제에대한대중의이해를높이고여

러계획과정책들을알리며불평등을줄이기위해필요한자원을할당하는데

있어서필수적이다.(230) 그러므로자료와연구는건강상태를결정하는요소들에

대한이해증진, 정책개발, 정책시행방향안내, 장애인들을위한보건의료서비

스모니터링등을위한정보를제공한다는점에서대단히중요하다.(231) 자료와

연구의근거불충분은정책을입안하거나의사결정을하는데있어서상당히

큰장벽으로작용할수있으며, 그결과장애인들의보건서비스이용에도 향

을미칠수있다.

장애인에대한연구자료의활용도는나라마다커다란차이가있다.(232) 국가

차원의연구자료는거의활용하기가힘들고, 장애인들이겪고있는건강불평

등의범위를알수있는정보도제한적이다.(233) 보건시스템감시체계의정보는

장애에따라항목이분류되어있지않은경우가흔하고, 또한장애인들은의료

적개입의결과물에대한과학적근거를찾기위한실험에서제외되는경우가

종종있다.(234,235) 흔히적격성기준이라는것이장애인들의실험참여를가로막는

데,(11) 그이유는장애인들의일차건강상태의문제가연구질문에 ‘혼동을주는

요소’로여겨지기때문이다. 특정장벽들역시, 예를들어교통수단의문제점등

이때로는장애인들의연구참여기회를제한하기도한다.(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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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연구주제우선순위에대해조사한한연구에서는주류보건의료서비

스에존재하는장벽을판별하는연구와그런장벽들을극복하기위한방법에

대한연구가가장높은우선순위를가지는것으로확인되었다.(164) 다른연구주

제들중에서는이차건강상태의발현을예방하는것과일차보건의료서비스

를통해조기에건강상의문제를발견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에대한

주제들이우선시되었다. 보건연구및자료수집과관련된분야들이아래에개

략적으로설명되어있다.

보건의료서비스연구

보건의료서비스시스템을강화하기위해필요한자료는 :

■장애인의수

■장애인들의건강상태(11)

■장애인들의건강상태에 향을미치는사회적, 환경적인요소들

■장애인들에대한보건의료시스템의대응성

■장애인들의보건의료서비스이용현황

■의료서비스에대한욕구중, 충족된것과충족되지못한것

장애인들도모든종류의일반적인보건의료서비스감독체계내에포함되

어야하며,(233) 장애인에대한자료는세분화되어야만한다. 국가적수준의감독

체계의 좋은 예로,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행동적 위험요소 감독체계(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를들수있는데, 여기에는장애상태에따른구체적자료를확실

히제공하기위한두개의일반적인장애확인질문이포함되어있다.(233) 또한연

구조사는보건의료서비스시스템의질과구조에도초점을맞추어야하는데,

예를들면장애인들을위한합리적편의제공을점검하는연구등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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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관련된건강상태에관한연구

기존의장애와관련되어나타날수있는이차건강상태를예방하는것은무

엇보다중요한문제이다. 장애인의건강증진을위한개입들을체계적으로검토

한잠정적결과를살펴보면, 이 역의연구들이늘어나고있고개입의효과를

입증하는근거도존재함을알수있다.(238) 그러나좀더강력한연구계획을위해

서는개입의정도조절이정 해야할필요가있으며, 연구와다기관임상실험

을결합시킴으로써연구를확대하고연구결과를일반화하는능력도증가시킬

수있다.(237)

두가지이상의질병이동반되는경우도많다는것을염두에둘때, 일반임

상연구결과를장애인과연결짓거나장애인에게적용하도록하는것도중요하

다. 예를들어, 당뇨병과심혈관질환이함께나타날위험이높은, 정신분열증

을가진사람들은관찰과관리도필요하지만(239) 그와함께신진대사과정을이

해하기위한유전학적연구도권장된다.(240)

포괄적인건강연구뿐만아니라, 연구결과의비교가능성을높이고, 연구의

질적수준과장애분야의연구역량을증진시키기위한전략들로는다음과같은

것들이있다.

■연구의자금을제공하는단체나조직들은연구자가연구표본에장애인들을

포함시키도록정기적으로요구할수있다. 비록어려움이따르긴하지만, 지

적손상을가진사람들을임의추출하여통제된실험을수행하는것은가능

하다.(172) 연구자들이연구대상에대한제한적인적격성기준을적용할때에

는반드시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해야만한다.(11) 지적손상이있는사람들

이나의사소통시장벽을겪는사람들, 그리고 을잘읽지못하는사람들

은조사도구(설문지)를작성하거나인터뷰에참여할때도움을필요로할

수도있다.(17,235)

■장애인들도스스로연구자가되거나, 상담이나고문단의일원이되어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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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연구에참여할수있고, 연구의뢰와감독에서중요한역할을할수

도 있다.(99,235,241) 국 치매 네트워크의 우수연구 기구(Quality Research in

Dementia Network)에는 180 명의환자들과개호인들이참여하여연구의우

선순위를정하고, 의료연구에자금을배분하며, 프로젝트를감독하고, 연구

결과를평가하고있다.(242) 환자와대중들의참여가연구의질과 향력을높

일수있지만, 우선접근성의장벽이제거되어장애인이보건관련협의나

연구회의에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235)

■일반적으로용인되고이해하기쉬운용어와언어, 개념을사용하고있는 ICF

는여러연구들과상황들간의일관성을보장할수있으므로, 장애와건강에

관련된연구및공공정책의발전을가로막는장벽들을제거할수있다.(9)

■임상실험이나관찰연구, 역학적연구, 보건서비스연구, 설문조사, 사회적,

행태적연구등다양한종류의연구방법이필요하다. 잘설계되고질높은

연구는모든종류의장벽을조사분석하는데사용이될수있고좋은사례들

을기록으로남기는데사용될수도있다.(243)

■장애연구에대한능력배양, 연구도구들그리고연구훈련이필요하다. 특

히좋은조사도구가중요한데, 이는장애인이비장애인에비해건강상태와

삶의질을인지하는방식이다른경우가종종있기때문이다.(243)

결론및권고

장애인들은건강불평등과일반사람들에비해훨씬많은충족되지못한욕

구를경험한다. 세계모든국가들은각종장벽들을제거하고현재의보건의료

시스템을좀더포괄적이고, 장애인들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이장에서는장애인들이도달할수있는최고수준의보건의료서비스를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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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있도록하는방법들에대해알아보았다. 그방법들에는비용부담능력과

서비스의보장범위를개선하는재원마련에관련된방안들, 보건의료서비스

담당인력의교육훈련을포함하는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을위한방안들장애

인들이스스로의건강상태를개선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는방안들, 그리

고보건의료시스템을감시, 평가, 강화하는연구와자료의수준강화방안등이

있다. 장애인과비장애인사이의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의격차를줄

이기위해서는일련의전략이필요하다. 이중서로다른상황과서로다른집단

들에걸친몇몇방안들의효과에관하여이용할수있는근거자료가제한적임

을고려할때, 비용과결과에대한평가는신중히이루어져야한다.

아래에요약한권고들을실현시키는과정에는아주광범위한여러이해당

사자들이각자맡아야할역할들이있다. 정부는각종정책과규제방안,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의기준을개발하고, 시행하며, 관리감독하여장애인들

이확실히보건의료서비스체계내에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보건

의료서비스제공자는최고품질의서비스를제공하도록해야한다. 보건의료

서비스이용자와장애인단체그리고전문가단체들은이해를증진시키고, 정

책개발에참여하고, 정책과보건의료서비스들의시행을감시해야한다. 국제

적인협력을통해서는탁월하고장래성있는방안들이공유될수있을것이며,

여러나라들이현재운 하고있는정책이나체계, 서비스들을강화할수있도

록기술적지원도주고받을수있을것이다.

정책과법률

■현재시행되고있는정책, 시스템, 그리고서비스에대해평가한다. 서비스에

대한평가에는장애인의보건의료수요, 보건의료서비스이용경험그리고

그들의관점에대한분석이포함된다. 건강불평등을완화하기위해건강격

차와보건서비스의우선순위를확인한다. 그리고접근성과포괄성을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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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수있는개선방안을마련한다.

■CRPD의기준에부합하도록정책, 시스템및서비스를변화시킨다.

■장애인과관련된보건의료기준을만들고, 그기준을충족시킬수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의기본틀과시행메커니즘을구성한다.

■장애인들을정책과서비스에대한감사뿐만아니라개발과시행의과정에도

참여시킨다.

자금조달문제와비용부담능력

■장애인도공중보건의료프로그램으로부터동등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보

장한다.

■보건의료서비스의자금조달방식으로민간건강보험이주를이루고있는나

라들에서는장애인이보험가입시와이용시에거부당하지않도록보장하고

장애인이감당할수있는수준의보험료를책정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들이스스로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

포괄적인사정평가와근거중심의진료그리고사후관리를제공하도록장려

하기위해재정적유인책을사용한다.

■저소득국가와중저소득국가에서효율적인 1차진료와지불메커니즘이존

재하는상황이라면, 비용부담을줄이고서비스의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이용과연결된특정대상에대한조건부현금급여를고려

해볼수있다.

■다른방식으로는보건의료서비스의비용을마련할수없는장애인들이사

비를털어서보건의료비용을지출하는것을막거나줄일수있는방안들을

생각해보아야한다.

■교통비와같이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데드는간접적인비용을지원하

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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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전달체계

■정보제공, 훈련프로그램, 동료상담을통해장애인들이자신의건강상태를

최대한으로끌어올릴수있도록역량을강화한다. 가능한경우에는가족구

성원도포함시킨다.

■폭넓은합리적편의(합리적조정또는적절한배려)를제공한다.

■ 1차보건의료종사자들이다른곳에있는전문가들의지원을받을수있도

록도와준다.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아, 보건서비스를개선하고, 보건

의료서비스의수용능력을제고하며, 장애인의정보접근을용이하게만든

다.

■보건의료서비스접근성을높이기위해, 진료조정이나특정대상만을목표

로하는서비스등대체적인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를필요로하는집단

을판별한다.

■고소득국가에서는장애인의접근성문제와보건의료서비스의품질기준문

제를공공기관과민간서비스제공자, 그리고자발적서비스제공자들이함

께다루도록한다.

■보건의료자원이부족한환경에서는지역사회중심재활을장려하여현재제

공되는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장애인들의이용률을높인다.

인적자원

■장애교육을대학학부교육과정에포함시키고모든보건의료종사자들을대

상으로하여지속적인교육을실시한다.

■가능하다면장애인들이교육과훈련의제공자로서참여할수있도록한다.

■사정평가를위한근거중심의지침을제공하고환자중심의료를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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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

■지역사회복지사를훈련시켜검사와예방적보건의료서비스를담당하는역

할을하도록한다.

자료와연구

■일관된연구의틀을제공하기위해보건과장애관련연구에서는 ICF를사용

한다.

■장애인의보건의료수요에대한연구와일반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데

있어서그들이겪는장벽들, 그리고특정장애인들의건강성과에대한연구

를더많이수행해야한다.

■장애인의장기적인건강성과와장애인에대한개입을평가하는감시와평

가체계를수립한다.

■일반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연구과정에장애인을포함시킨다.

■장애구별인자(disability identifier)를사용함으로써보건의료서비스감독체

계에장애인들을포함시켜야한다(더자세한정보에대해서는2장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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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Rehabilitation

제 장



“저는사지가온전하지않은사람이라하지쪽에신체기능보조기구를착

용하고있는데, 이런장치들이있어서제가정상적으로움직일수가있죠. 보조기구를

사용하면서잃어버렸던자신감과자존감도되찾았고일반적인사회 활동에도참여할

수있었어요. 그리고제인생관도더욱더긍정적으로바뀌었구요. 제보조기구가지

금제가누리고있는지위나삶의질에 향을주었다는것은분명한사실입니다. 왜냐

하면보조기구덕분에저는제게할당된모든업무들을수행할수있을뿐만아니라하

루를 마무리 할 때에는 양호한 결과물과 괜찮은 수입도 얻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Johnny

“저희나라는척추부상후기환자들에대한인식도부족하고그런사람들

을위한자원도부족했기때문에, 고국으로돌아가게되니정말엄청나게어려운점이

많았어요. 접근성이떨어지는집에서살아야했기때문에제가족들은매일저를안고

집을오르내리는일을참아내야만했죠. 저는물리치료를꼭받아야했는데물리치료

때문에계속의료비용이많이나가게되자, 결국어머니께서물리치료를대신해주셨

고간병인역할까지맡게되셨어요. 재활기간동안, 아플때치료를받거나물리치료

시설을이용하는것은엄청나게많은대기자때문에거의불가능에가까웠어요. 재활

과정은비록어려움도있었지만제인생에대해겸손해지는시간이었고지금도물론

그런경험을계속하고있습니다. 저는장애라는것이불능이라는말의동의어가아니

며, 강한정신력과건강한마음가짐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Casey

“가족구성원중누군가가뇌졸중을앓고나면그가족은힘든상황에처하

게됩니다. 제자신은뇌졸중의위험에서살아났다고할수있지만제가족들은뇌졸중

의피해자가되었다고봐요. 저는운좋게도다시일터로돌아갈수있었지만그과정

은정말고난의연속이었죠. 저희는저희에게필요한도움을받지못했어요. 제공되는

서비스들의변동이아주심했고, 언어치료나물리치료도충분히받을수없었어요. 뇌

졸중을앓고난후저는삼키는것에서부터말하는방법까지모든것을다시배워야했

죠. 제가다시말을할수있게되었을때처음으로했던말은욕설이었어요. 욕이 4개

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내뱉었죠. 그런데 그러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하더군요.”

Linda

“자신에게적합한휠체어를찾을수없을때, 정말로자신이장애가있구나

라고느끼게되요. 하지만자신의욕구에부합하고자신과꼭맞는휠체어를가지게되

면자신의장애를잊을수있지요.”Faustina



4
재활

오래전부터재활이라는것에대한하나의통일적인개

념의틀은존재하지않았었다.(1) 역사적으로재활이라는용어는신체

기능을개선하기위한개입에서부터통합을증진하기위한좀더포

괄적인방안들에까지이르는, 장애에대한다양한대응방식들을기술

하기위해사용되어왔다(box 4.1 참고). ICF는재활과관련된모든측

면들에적용할수있는하나의이론적틀을제공한다.(11-14)

어떤장애인들에게있어서재활은교육과노동시장그리고시민

사회에참여하기위해서는필수적인것이다. 재활은언제나자발적인

성격을띠나, 어떤사람들은재활과관련된선택을하기위해의사결

정상의도움을필요로할수도있다. 어떤경우라도재활은장애인이

나장애인의가족들이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6조 가활(加活, habilitation)과 재활

(再活, rehabilitation) 조항에서는다음과같은조치를요구하고있다: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능력그리고삶의전분야에서완전한통합과참여를달성하

고유지할수있도록동료집단의지원을포함하여효과적이고적절한

조치를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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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아가이조항에서는각국가들이포괄적인재활서비스및프로그램들

을구성·강화·확대할것을요구하고있다. 또한그런서비스와프로그램들은

개인의욕구와강점에대한다양한분야별평가를바탕으로하고, 보조장비와

기술의제공을포함시켜, 최대한이른시일내에시작되어야한다고주문하고

있다.

이장에서는몇가지전형적인재활대책들과재활에대한욕구및미충족욕

구, 재활서비스이용에있어서의장벽그리고이런장벽들에대처할수있는방

법들에대해다룬다.

Box 4.1. 재활이란무엇인가?4,27

이 보고서는 재활을‘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최적의 기능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장애를 겪는, 혹은 겪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들을 도와주는 일련의 수

단’으로 정의한다. 재활(再活)은 때때로 가활(加活)과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하는

데, 가활은 선천적으로 혹은 인생의 이른 시기에서 장애를 얻은 사람들이 기능을

최대화할수있도록돕는것을목표로하는것이다. 반면에재활은기능의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최대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2) 이 장에서

사용하는‘재활’이라는 용어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개입을 모두 포함한다. 재활이

범위가 넓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장애와 관련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용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재활은 개인의 기능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즉, 스스로 먹고

마실수있는능력의개선을목표로하는것이다. 재활에는개인의환경을변화시

키는 것도 포함된다-예를 들어,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건물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장벽 철폐

운동은이보고서에서는재활로간주되지않는다.

재활은 광범위한 건강상태의 향을 완화시킨다. 일반적으로 재활은 특정 기간

동안 실시되지만, 재활에는 한 명의 재활 서비스 종사자 혹은 재활 팀에 의해 제

공되는 하나 또는 복수의 개입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재활은 급성

혹은건강상태문제발견직후의초기단계에서부터필요할수도있고, 급성 단계

이후의유지관리단계에서도필요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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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은 개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기, 문제를 개인과 환경의 관련 요소와 연

관짓기, 재활 목표를 설정하기, 재활 수단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그리고 결과를 평

가하기로 이루어져 있다(아래 도표 참고).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과 신변처

리, 관리 및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에 필수적이다. 장애인과 그 가

족들은 그들이 재활과정에서 각자의 파트너 역할을 할 때 더 나은 건강과 기능을

경험하게된다.(3-9)

재활과정

출처 : (10)의 재활순환과정도표를수정함

재활 서비스는-병원 진료에서부터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에 이르는 일련의 보

건 서비스의 연속된 과정으로 제공된다면(12)-보건 성과를 개선하고, 입원 기간을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며, 장애증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18-21) 재활 서비스가비싸야할이유는없다.

재활 서비스는 분야를 넘나드는 특성을 지녔으며 교육전문가, 고용전문가, 사

회복지전문가 기타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 하에 의료 전문 인력들에 의해

서도 수행될 수 있다. (재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재활 서비스에) 가족, 친

구, 지역사회단체 및 지역사회중심 재활종사자들과 같은 비전문인력들이 참여할

수도있다.

재활이 일찍 시작될수록, 장애와 관련된 거의 모든 건강 상태에서 더 좋은 기

능회복의성과가산출되었다.(18-30) 조기 개입의효과는발달장애를가졌거나가질

위험이 있는 아동들에게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고,(27,28,31,32) 교육과 발달의 성과를

증진시키는것으로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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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욕구를
확인한다

문제들을변경가능한
제한요소들과연관짓는다

목표문제와
목표매개체를설정하고
적합한수단을선택한다

결과를평가한다

개입을계획, 
시행하고조정한다



재활에대한이해

재활의수단과그성과
재활대책은신체적기능과구조, 활동과참여, 환경적요소그리고개인적

요소들을대상으로한다. 재활대책은개인이자신을둘러싼환경과상호작용

하는가운데최적의기능상태를달성하고유지할수있도록도와주며, 크게다

음과같은결과를만들어낸다.

■기능상실의예방

■기능상실의지연

■기능의개선이나회복

■손실된기능을보완

■현재기능의유지

재활성과는시간이지나면서나타나는개인의기능상의변화와이득인데

이런성과들은하나의재활대책에기인하거나아니면일련의재활대책들이

원인이되는경우가있다.(33) 전통적으로, 재활성과측정은개인의손상정도에

초점을맞추어왔다. 그러나시간이흐르면서재활성과의측정에개인의활동

과참여결과를포함시키는쪽으로확장되어왔다.(34,35) 활동과참여성과의측정

은의사소통, 이동성, 자기관리, 교육, 직업과고용, 삶의질등다양한분야에서

개인이거둔성과를평가한다. 활동과참여성과측정은재활프로그램을위한

것이기도하다. 측정의예로는가정과지역사회에남아있거나가정과지역사

회로복귀하는사람의수, 독립적인생활을 위하는사람의비율, 직장으로복

귀하는사람의비율, 레저활동과오락에사용된시간등을들수있다. 재활성

과는사용자원의변화로도측정할수있는데, 예를들어매주보조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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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받기위해소비되던시간의감소같은것들이있다.(36)

다음예들은다양한재활수단들을설명하고있다. :

■당뇨병후기의한중년여성:이여성의재활수단에는당뇨병성혼수로인

해입원치료를받은뒤약해진체력을회복하기위한지원과하지절단수

술을받고난후의보철물제공및보행훈련그리고지속적인시각손실이

있기때문에회계사일을계속할수있도록하기위한화면읽기소프트웨

어(스크린리더프로그램)의제공등이포함되어야한다. 

■정신 분열증이 있는 젊은이:이사람은직장생활, 혼자살기, 타인과관계

를유지하기등의일상적인일들을수행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다. 이

사람을위한재활대책에는약물치료, 환자와가족들에대한교육그리고외

래진료나지역사회중심재활프로그램혹은지원단체참여등을통한심리

학적지원등이들어가야한다.

■시청각장애를가진아동:아동의발달을위해서는부모, 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그리고보행훈련전문가들이함께협력하여이용가능하며아동

에게자극을줄수있는공간을만드는것이필요하다. 아동을돌보는사람은

아동이점자와수화를통한의사소통방식을적절히습득할수있도록도와

줘야한다. 세심한사정평가를바탕으로한개인맞춤식교육은아동의학습

에도움이되며아동이세상으로부터고립되는것을줄일수있다.

표 4.1에는뇌성마비를가진아동의한계와제약그리고사용가능한재활수

단과성과, 장벽들이기술되어있다.

재활팀의운용과특수훈련은어느범주에서나유용하다. 이장에서다루는

재활수단들은크게세가지범주로나누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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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

■치료

■보조공학

재활의학
재활의학은건강상태의진단과치료를통해신체기능을개선시키고, 손상

을줄이며, 합병증을예방하거나치료하는것과관련이있다.(12,37) 의학적재활분

야에특수전문지식이있는의사들은물리요법사, 재활전문의사, 신체전문가

혹은재활전문가등의이름으로불린다.(37) 재활의학에는정신과의사, 소아과

의사, 노인병전문의, 안과의사, 신경외과의사, 정형외과의사등의의학전문

가들과다양한분야의치료사들도참여할수있다. 재활의학전문가들의참여

가여의치않은세계여러지역에서는의사와치료사들에의해재활서비스가

제공될수있다(box 4.2 참고).

재활의학은관절과사지의기능개선, 통증관리, 상처치유, 심리사회적안

녕등의예에서긍정적인성과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났다.

Box 4.2. 우간다의내반족치료

한쪽 발이나 양쪽 발 모두에서 나타나는 선천적 기형인 내반족(內反足)은 중,

저소득 국가들에서는 방치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로 방치

하면 내반족으로 인한 신체 기형, 발의 통증, 이동능력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교육에대한접근성을포함한지역사회참여가제약을받는다.

우간다의 내반족 발생 빈도는 1,000명의 신생아 중 1.2명 꼴이다. 내반족의 진

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단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용가능한 자

원으로는종래의외과적수술을통한치료가불가능하기때문에방치되게된다.(38)

도수치료와 깁스의 이용, 아킬레스건 절제술과 발 교정기의 장착 등을 포함하

고 있는 폰세티 내반족 치료법은 통증이 없고 정상적인 발의 기능을 가능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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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폰세티, 1996). 저소득 국가에서 이 방법이 가지

는 장점은 낮은 비용과 높은 효과 그리고 교육을 통해 전문 의사들 대신 재활 서

비스 제공자들이 이 치료법을 시술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말

라위의 내반족 프로젝트에서는 훈련받은 정형외과 임상 관계자들이 폰세티 치료

법을 시술하 는데 초기 교정이 잘 된 경우가 전체 사례 중 98%에 이르는 결과

가나타났다.(39)

우간다 보건부와 CBM 인터내셔널, 우간다와 캐나다의 대학들이 제휴하여 협

동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우간다의 지속가능한 내반족 치료 프로젝트는 캐나다

국제 개발국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운 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우간다

에서 폰세티 치료법을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보편적, 효과적이며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보건의료분야와 교육분야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연구조사분야를 포함시켜 프로젝트의 활동 내용을 알리고 그 성과를 평가

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2년간다음과같은많은긍정적성과를거두었다:

■ 우간다의 보건부는 우간다 내 모든 병원에서 폰세티 치료법을 우선적인 내반

족치료법으로사용하는것을승인하 다.

■ 우간다공립병원의 36%가 폰세티치료법을사용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이

를실시하고있다.

■ 798명의보건의료인력들이내반족의진단과치료에대한교육을받았다.

■ 2개의 의과 대학과 3개의 의료보조전문학교에서 내반족과 폰세티 치료법에

대한과목을가르치고있다.

■ 다양한 보건학문분야의 1,152명의 학생들이 폰세티 치료법에 대한 교육을 받

았다.

■ 872명의 아동이내반족치료를받았는데이수치는조사기간중내반족을가

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보건의료센터에서

태어나는 아동이 전체의 4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대중의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라디오 메시지

와지역마을의보건팀에게포스터와팜플렛을배포하는등의방법이사용되었

으며이를통해일반대중들에게내반족이교정가능한것임을알릴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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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이프로젝트는내반족의발견과치료가자원이부족한환경에도신속하게

이루어질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 방법들은다음과같다 :

■ 장애를탐지하기위해태어난신생아의발기형여부를검사한다.

■ 기형을 검사할 지역사회의 조산사로부터 교정장치를 만드는 NGO의 기술자들

과 건절제술을 시술하는 정형외과 의사들까지, 일련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

는보건의료인력들의능력을제고한다.

■ 지역사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식으로 내반족 진료 서비스를 분산시킨다. 예

를 들어, 지역사회중심 재활종사자에 의해 검사를 받고 치료는 지역 의원에서

실시하여진료고착장벽을해결하도록한다.

■ 폰세티 치료법을 의학, 간호학, 준의학, 유아 보건학 전공 학생들의 교육과

정에포함시킨다.

■ 이동거리와비용을포함한진료고착장벽의해결을위한방법을수립한다.

치료
치료는기능상실의회복과보상, 개인의삶의모든분야에서일어나는기능

퇴보를예방하거나늦추는것과관련이있다. 치료사들과재활서비스종사자들

에는작업치료사, 의료보조기구전문가, 물리치료사, 보철기공사, 심리학자, 재

활기술지원담당자, 사회사업가, 언어치료사등이포함된다.

치료수단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훈련, 운동과보상전략들

■교육

■지원과상담

■주변환경의변경

■자원과보조공학기술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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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요법들이재활성과를개선시킨다는설득력있는근거자료가있다(box

4.3 참고). 예를들어운동요법은다양한종류의건강상태문제에서 - 이를테면,

낭포성섬유종, 노인성기능쇠약, 파킨슨병,  뇌졸중, 무릎과엉덩이쪽의골관

절염, 심장병, 요통증등의문제 - 환자의근력과지구력을증가시키고관절의

유연성을높이는데기여해왔다. 운동요법은신체균형과자세그리고동작의범

위나기능적이동성을개선하고기능의약화위험을감소시킨다.(49-51) 또한치료

개입은노인들의장애상태를개선하기위한장기치료에적합한것으로도밝혀

졌다.(18) 어떤연구에서는일상생활활동훈련이뇌졸중환자들에게긍정적인효

과가있는것으로드러났다.(52)

Box 4.3. 재정투입의성공사례: 주거환경개선의효과와가치48

기능상의어려움을겪는사람들의주거환경개선을위해 국과북아일랜드에

서 사용된 공공지출 금액은 1995년에 2억2천만 파운드 이상이었는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와 단위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잉 랜드와 웨일즈에서

2000년에 시행한 한 연구는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에 대해 조사했는데,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인터뷰 방식을, 소규모 주거 환경 개

선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편으로 배송한 설문지를 돌려받는 방식을 이용

하 으며, 행정기록과 전문가의 실사 의견서도 사용되었다. ‘효과있음’을 평가하

는 주요 잣대로는 응답자들이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받기 전에 겪었던 문제들

이 주거 환경 개선 이후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얼마나 많이 극복되었는

지의정도가사용되었다. 이 연구로다음과같은결과들이확인되었다 :

■ 대부분 500파운드 미만인 소규모 개선들(예를 들어 손잡이, 경사로, 욕조 바

깥의 샤워시설, 현관 출입 시스템 등)은 사실 상 모든 수혜자들에게 지속적이

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왔다. 응답자의 62%가 사고의 위험이 줄어든 것으

로 느낀다고 대답했으며, 77%는 그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했다.

■ 대규모 개선들(화장실 개조, 공간 확장, 리프트 설치등)은 대부분의경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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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전에 응답자들은 자신

들의 상황을‘죄수’, ‘퇴화한’, ‘두려운’등의 단어로 설명하 지만, 개선 후에

는 그들 자신에 대해‘자립적’이고‘쓸모있으며’, ‘자신감이 있다’고 설명하

다.

■ 대규모주거환경개선에실패한경우, 당초 설계상의오류가그이유인경우

가 전형적이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에서 때로는 아동의

성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례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

정책이 큰 낭비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확장공간이 너무 좁거나 아니면 너무

추워서사용할수없다든가, 혹은 적합한욕조시설의대체물이가격은싸지만

효율성이떨어지는경우등이그런예라고할수있다.

■수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공적인 주거환경 개선은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

는횟수를줄여주고보호자의부담을덜어주며사회적포용을촉진한다고한다.

■ 사용자와 세심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가족 전체의 필요가 고려되고, 가정의 통

일성이존중된상황에서주거환경개선의이득이두드러졌다.

주거 환경 개선은 공공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예로 보이며, 보건

자원과 재활 자원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한다. 다양한 맥락과 환경에서의 주거 환

경개선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방 라데시에서시행된 18개월과정의치료프로그램에서는뇌성마비를앓

고있는아동의어머니들을위해원격훈련방법이사용되었는데, 그훈련의결

과아동들의운동능력이향상되었고, 신체능력과인지능력의발달이진전되

었다.(53) 적응법, 보조기와설비등에대한상담과정보제공그리고훈련은척수

손상을입은사람들과장애청년들에게효과를보여왔다.(54-56) 여러재활수단들

은장애인들이일터에복귀하거나일을계속해나갈수있도록돕는데, 여기에

는작업의내용이나순서를조정하거나, 작업장비나근무환경에변화를주는

등의방법이포함된다.(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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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장치
보조장치는 ‘상업적으로구매한것이든, 수정을거친것이든, 아니면특별히

맞춤제작된것이든지간에, 장애인의기능적역량을제고하고, 유지시키며, 개

선시킬수있는어떠한물건이나장비의일부분, 혹은제품’으로정의된다.(59)

보조장치들의예로는보통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목발, 의족, 정형외과용교정기구, 휠체어, 이동성손상문제가있는사람들

을위한세발자전거.

■보청기, 청각손상을입은사람들을위한인공달팽이관.

■흰지팡이, 돋보기, 시각보조장치, 오디오북, 시각손상을입은사람들을위

한화면확대소프트웨어와 자를읽어주는프로그램.

■언어장애가있는사람들을위한의사소통판과음성합성장치.

■인지적손상을가진사람들을위해상징적그림이들어있는달력과같은보

조장비들.

사용자와사용자의환경에알맞게제작된보조장치들이사용자의독립성을

높이고참여를증진시키는강력한도구가될수있음은이미알려져있다. 우간

다에서이동에제약을가진사람들을대상으로한한연구에서는이동보조장치

로인해그들의지역사회참여가능성이매우높아졌으며, 특히교육과고용분

야에의참여가활발해진것으로나타났다.(60) 국의뇌손상으로인한장애를가

지게된사람들의경우에는, 개인디지털보조장비와같은보조장치들과벽보

와같은좀더간단한보조장치들이장애인들의자립과 접하게연관되어있

었다.(61) 청각손상을가진나이지리아사람들에대한연구에서는, 보청기의제

공이 기능 개선과 참여,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62)

또한보조장치의사용은장애관련상태를개선시키고장애지원서비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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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대체하거나보완하여의료비용을줄일수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63) 미국

의전미장기의료서비스실태조사로축적된 15년간의자료를보면, 보조장치

의사용증가가 65세이상인구에서장애가보고되는사례가감소하는것과관

련이있음을알수있다.(64) 미국에서시행된또다른연구조사에따르면이동보

조기구와같은보조장치를사용하는사람과개인의료장비를사용하는사람은

장애지원서비스에대한필요성이더적다고보고되었다.(65)

몇몇국가들에서는보조장치들이보건의료서비스의일부분에포함되어있

으며, 국가적차원의보건의료시스템을통해보조장치들이제공된다. 다른국

가들에서는보조장치들이정부의재활서비스와직업재활프로그램을통해제

공되거나, 아니면특수교육기관,(66) 보험회사, 자선단체나비정부조직들에의해

제공된다.

재활환경
서로다른다양한환경속에서재활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가의여부는나

라와지역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67-70) 의료재활과치료는일반적으로급성환

자진료병원들에서제공된다. 후속의료재활과치료및보조장치들은다양한

환경으로부터제공될수있다. 그런다양한환경에는전문화된재활병동이나

병원, 재활센터, 기숙형정신병원과요양원, 임시보호시설, 호스피스, 교도소,

기숙형교육기관, 군내주거환경, 한분야의전문가혹은여러분야의전문가들

이함께일하는사무실이나병원과같은것들이포함된다. 장기재활서비스는

1차보건의료센터, 학교, 직장, 자택치료서비스등과같은지역사회의환경이

나 시설에서제공될수있다.

욕구와미충족욕구
재활서비스에대한욕구와제공되는재활수단들의형태와품질그리고충

족되지못한욕구의추정치에대한전세계적차원의자료는존재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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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스에대한자료는불충분하거나파편적인경우가종종있다. 사용할

수있는자료가있다고하더라도, 정의방식과수단과인원의분류유형, 연구

대상인구, 측정방법, 지표, 자료출처등의차이로인해자료의비교가능성은

제한된다. 예를들어, 장애인들과보건서비스제공자들혹은프로그램관리자

들이경험을통해느끼는욕구와수요는서로다를수있다.(71,72)

재활욕구가충족되지못하면퇴원이늦어지고, 활동이제한을받으며, 참여

에제약을받게된다. 건강상태가악화되고도움을받기위해다른사람에게의

존하려는성향이강해지며삶의질도떨어지게된다.(37,73-77) 이러한부정적인결

과들은개인과가족그리고지역사회에사회적, 재정적으로광범위하게 향을

미칠수있다.(78-80)

자료의수준문제와장애를바라보는시각의문화적다양성과같은제약들

이존재하긴하지만, 재활서비스에대한욕구는다양한방법들로측정할수있

다. 이러한방법들에는장애출현율자료, 특정장애에대한연구조사그리고인

구자료와행정자료를살펴보는것들이포함된다.

장애와관련된건강상태의출현율에대한자료는재활수요를가늠할수있

는정보를제공한다.(81) 2장에서언급했던대로, 장애출현율은비전염성건강상

태의증가그리고세계인구고령화와상호관계가있다. 재활서비스에대한욕

구는이러한인구학적요소와전염병학적요소로인해증가하게될것이다.(82,83)

재활을통해노화와관련된장애와다른여러건강상태들이감소할수있으며,

기능이개선될수있다는점은아주설득력강한근거에의해뒷받침되고있

다.(84-86)

장애출현율이높다는것은잠재적으로재활욕구가상당히높다는것을의

미한다. 전염병학적근거와함께장애의발생수, 유형, 정도에대한조사와다

양한재활수단을통해개선될수있는활동제한, 참여제약등에대한조사는

재활서비스에대한욕구를측정하는데도움이되며, 재활의적절한우선순위

를정하는데유용할수있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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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보청기가필요한사람들의수는 2005년 WHO 추산치를근거

로하는데, 이에따르면약 2억7천8백만명이보통수준에서부터아주심각

한수준까지다양한정도의청각손상을가지고있다.(88) 선진국의산업전문

가들은전세계적으로 5천6백만명이잠재적인보청기이용자라고밝히면서,

청각손상이있는사람들중 20% 정도가보청기를필요로할것으로추산한

다.(89) 보청기제조업자들과공급업자들은현재보청기생산량은전세계보청

기수요의 10% 미만을충족시키고있으며,(88) 개발도상국의경우에는연간보

청기수요의3%에도미치지못한다고추정했다.(90)

■국제의료보조기구협회와WHO는의료보조기구와관련서비스가필요한사

람들의수가개발도상국인구의 0.5%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해왔다. 그리

고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지역인구중 3천만명이(91) 대략 18만명

의재활전문가의도움을필요로하는것으로추정해왔다. 2005년에개발도

상국들에는 24개의의료보조기구관련학교가있었으며매년 400명의훈련

받은졸업자를배출했다. 전세계적으로의료보조기구전문가와기타필수적

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가들을양성하기위해현재운 되고있는

교육시설들은재활수요와관련하여보았을때매우불충분하다.(92)

■르완다에서실시된근골격손상에대한국가차원의한연구에서, 아동들의

2.6%가근골격손상문제를가지고있으며, 약 8만명이물리치료를, 5만명

은정형외과수술을그리고만명은보조장치를각각필요로하는것으로드

러났다.(93)

재활서비스의국가차원의공급과미충족욕구에대한이용가능한자료들

대부분은, 다음의예와같이, 특정인구집단에대한장애특화조사를통해수집

된것이다: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에서실시된장애인들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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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대한전국조사결과 (94-98) 의료재활과보조장치의제공에있어서큰격

차가있음이발견되었다(2장의표 2.5 참고). 보조장치를이용하는데있어서

성별에따른불평등은말라위(남성 25.3%, 여성 14.1%)와잠비아(남성15.7%,

여성11.9%)에서분명하게드러났다.(99)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물리적재활의학에대

한조사에서는 1차, 2차, 3차그리고지역사회의보건의료서비스환경내에

서재활서비스의이용기회가전반적으로부족한것으로밝혀졌으며,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서 지역적,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100)

■중국베이징의세지역에서장애를가진것으로확인된사람들에대해실시

된한연구에서응답자의 75%가다양한재활서비스가필요하다고답하 지

만, 그런 재활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01)

2007년중국정부가시행한재활수요에대한연구에서는특히보조장치와

치료분야에서충족되지못한욕구가높은것으로밝혀졌다.(102)

■미국의조사에서는보조공학기술과관련하여충족되지못한욕구가상당

히높았으며, 그이유는주로자금문제와관련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103)

재활서비스와관련하여충족되지못한수요는행정조사자료나인구자료

를통해서도추산될수있다. 재활서비스의공급상황은서비스제공에대한행

정자료를통해추정할수있으며, 재활서비스를이용하기까지걸린대기시간

과같은평가기준을통해어떤서비스에대한수요가어느범위까지충족되었

는지를대신알아낼수있다.

195개국가의시각관련재활서비스에대한최근의한국제적연구에서도시

지역의서비스대기시간은평균한달미만인반면, 도시외곽지역에서는대기

시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104) 대리지표측정방법이항

상신뢰할만한방법인것은아니다. 예를들어, 대기시간을분석하는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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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재활서비스에대한인식부족과장애에대한생각이치료를받으려는의

지에 향을미칠수있다. 이런상황에서분석을공식적인서비스대기자로한

정하는것은자료해석을복잡하게만들수있다.(105-107)

재활서비스를받고싶지만받지못하는사람들의수, 혹은부적절하거나부

적합한서비스를받는사람들의수에대한지표들은계획을세우는데유용한

정보들을제공한다.(108) 그러나재활에대한자료들은다른종류의보건의료서비

스에대한자료들과분리되지않은경우가종종있을뿐만아니라, 재활수단은

재활에대한기술(記述)과측정의이론적틀을제공할수있는기존의분류체

계에포함되어있지않다. 서비스공급에관한행정자료도파편적인경우가많

은데, 그이유는재활서비스가다양한환경에서제공될수있고여러다른인력

들에의해수행되기때문이다.

다양한출처의자료들을비교할때 ICF와같은공통적인틀을사용한다면좀

더확고한자료해석이가능하다. 예를들어토론토에있는관절염협회연구평

가팀(Arthritis Community Research and Evaluation Unit)은행정자료들을종합

하여온타리오주전체지역에걸친재활서비스의수요와공급현황의윤곽을

그려냈다.(109) 연구자들은일인당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수를추산하기위해

인구자료를지역별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의수로삼분하 다. 그결과서비

스수요가가장높은지역에가장많은서비스종사자들이집중되어있는것이

아니라남쪽지역에서비스종사자들이주로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으

며, 이때문에재활서비스에대한수요가충족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는것

으로밝혀졌다. 

재활에관련된장벽에의대처

재활서비스제공의장벽들은다음과같은조치들을통해극복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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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계획의국가적차원의개발또는개정을포함하여정책과법률, 서비스

제공시스템들을개혁하기

■자금지원방안을개발하여재활서비스의비용부담과관련된장벽에대처

하기

■재활관련요원들의교육과유지를포함한재활서비스관련인적자원을늘

리기

■서비스제공의확장과분권화

■보조장치, 보조공학기술의이용과비용부담가능성개선

■올바른서비스제공지침에관한정보를늘리고이용을촉진하는것을포함

하여연구프로그램을확대하기

정책과법률, 전달체계의개혁

구속력없는, UN 장애인의 기회 균등에 관한 표준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2005년에실시된국제적조사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것들이밝혀졌다 :

■조사에참여한총 114개국가중 48개국가(42%)에서재활서비스정책이채

택되지않았다.

■57개국가들(50%)에서장애인들을위한재활서비스관련법안이통과되지

못했다.

■46개국가들(40%)에서재활프로그램들이수립되지않았다.

재활서비스와관련된좋은법률과정책들을가지고있는나라들이많았지

만, 그정책의시행측면이나지역재활서비스의개발과전달의측면에서는뒤

떨어지는경우가많았다. 시스템상의장벽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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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계획의부재:신체적손상문제와관련하여중유럽과동유럽의 5개

국가에서실시된한재활의학연구에서는(신체적손상문제에서보조공학

기술, 감각손상, 특수훈련은제외) 재활서비스의수용능력과기반시설들의

분포가균등하지못한것은재활서비스에대한전략적계획이부족했기때

문인것으로알려졌다.(100)

■자원과보건기반시설의부족 :개발도상국혹은선진국의교외지역이나

격오지지역에서발생하는자원과보건기반시설의부족문제는재활서비

스에대한접근성과재활서비스의질을떨어뜨린다.(111) 인도의두주에사는

사람들을대상으로한어떤설문조사에서사람들은필요한보건시설을이

용하지않는이유를묻는항목에서지역내에이용가능한보건의료시설이

없다고대답했다.(112) 다른나라들의경우에는장기의료비용을줄이는효과

가있는것으로입증된재활서비스들, 예를들면 5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

하는조기개입과같은것들이부족하 다.(5,113-115) 가나와가이아나, 네팔의지

역사회중심재활(CBR) 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는, CBR 종사

자들이신체적재활서비스와보조장치들그리고위탁서비스를제공하는

데어려움이있었기때문에서비스이용자들의신체적건강에미치는 향

이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116) 2010년지진이일어나기전아이티에서는

서비스에대한이용가능성이부족하여사지절단환자들중 4분의 3에해당

하는사람들만이인공보조기구지원서비스를받은것으로추정되었다.(117)

■재활서비스를관리, 조정, 감독할기관의부재:어떤나라들에서는모든

재활서비스가보건의료서비스에통합되어있으며국가보건시스템의재원

으로운 되고있다.(118,119) 다른나라들에서는재활서비스에대한책임소재가

두개의다른부처들에나누어져있으며재활서비스가전체보건시스템에

잘녹아들어가있지않을뿐만아니라서비스들간의조정도잘이루어지지

않는경우가종종있다.(120) 아프리카 29개국가들에대한어떤보고서에따르

면, 이들국가들에서는장애와재활과관련된분야나정부부처들사이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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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조정이부족한경우가많았으며, 29개국가중 4개국가에는주무부처가

없는것으로밝혀졌다.(119)

■적절하지 않은 보건정보 시스템과 의사소통 방법들때문에재활서비스

에대한참여율이낮을수있다. 한예로, 호주의토착원주민들이심혈관질

환발병비율은높지만심장병과관련된재활서비스에대한참여율은낮은

것을들수있다. 재활서비스에대한장벽으로는보건의료분야전체에걸친

의사소통의부족과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간의의사소통문제(그중에서

도특히 1차의료서비스와 2차의료서비스간), 일관되지못하고불충분한

자료수집과정, 복합진료정보시스템, 그리고기술들의호환성부족등이있

다.(121) 서비스제공자간의의사소통이원활하지않으면서비스에대한책임

의조정에서비효율성이발생할수있다.(75)

■복잡한의뢰시스템은서비스이용을제한할수있다 :재활서비스이용

이의사들에의해결정되는상황에서는,(77) 1차진료의사들의의학적원칙이

나태도가장애인들의재활서비스이용을방해할수도있다.(122) 의뢰서비스

를받지못하거나, 아니면잘못된의뢰서비스에연결이되거나혹은불필요

한의학상담을받게될경우, 사람들이부담해야하는의료비용이증가하게

된다.(123-126) 이런경우는특히, 다양한재활수단을필요로하는복잡한욕구를

가진사람들과관련이깊다.

■장애인들의참여결여:위에서언급한 114개국에대한연구과정에서장애

인단체에자문을구하지않은국가가 51개국이었으며, 재활프로그램의설

계와시행, 평가와관련하여장애인가족에자문을구하지않은국가들도 57

개국에달했다.(110)

재활정책이나법률이부족한나라들은이런정책이나법률의도입을고려

해보아야하며, 특히장애인권리협약조인국이라면더욱협약의제 25조와 26

조에부합하도록자국법을정비할필요가있다. 재활서비스는일반보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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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함될수있으며, 관련고용법률, 교육법률, 그리고사회복지법률뿐만아

니라장애인특별법률에도포함될수가있다.

정책대응방안은다양한종류의건강상태문제가있는사람들이그들의기

능수준을유지하거나개선할수있도록조기개입이나재활서비스의이용에

중점을두어야하며, 특히직장생활을유지할수있게해준다든지하는식의참

여와통합을보장하는것에초점을두어야한다.(127) 또한재활서비스는교외지

역을포함하여사람들이사는지역사회와가능한한가까운곳에서제공될수

있어야한다.(128)

재활서비스에대한정책과법률의개발과시행, 그리고감시과정에는서비

스이용자들이함께참여해야한다(Box 4.4참고).(132) 재활서비스전문가들은, 장

애인이계속사회에참여하도록하는데있어재활이차지하는역할을고려하

여, 관련정책들과프로그램들에대해반드시잘알고있어야한다.(133,134)

Box 4.4. 이탈리아의정신보건법개혁- 정신과시설의폐쇄를
넘어서

1978년 이탈리아는 단계적으로 정신 병원을 폐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의

학 진료서비스를 실시하는 법률 제180호를 도입하 다. 사회 정신의학자인 프랑

코 바사 리아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사회에 위험이 된다는 가정을 거부한

새로운 법률을 배후에서 주도한 인물이었다. 바사 리아는 그가 이탈리아 북부지

역 정신병원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목격했던 비인간적인 상황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사회적 요소들을 정신질환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보고, 정신병원 대신 일반

병원의 병상 사용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옹호하게 되었

다.(129)

30년이 지난 후, 이탈리아는 전통적 의미의 정신병원이 법으로 금지된 유일한

나라이다. 이 법률은 입법의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 각 지역별로 구체적 기준, 방

법과 시행일정을 지켜 이행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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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신규환자가 입원하는 일이 없고, 정신병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탈시설

화 과정도 활발히 촉진되었다. 입원환자 인구는 1978년과 1987년 사이에 53%로

떨어졌으며마지막정신병원의철거가 2000년에완료되었다.(130)

심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일반 병원의 정신 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병동에는 최대 15개의 병상이 마련되어 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재활센터의

네트워크가 전인적 관점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서비

스 단체들은 다양한 치료법과 단계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정을 위해 부서별 모

델을 이용하고 있다.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통과 환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사회적 낙인에 반대하는 캠페인들은 이탈리아 중

심부와지역모두에서장려되고지지를받아왔다.

이런 정책들의 결과로 이탈리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정신과 병상의 수가

적은 것으로 - 2001년 인구 만 명당 1.72개 - 드러났다. 이탈리아의 인구 일인

당 정신과 의사의 수는 국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신과 간호사와 심

리학자의수는 3분의 1, 사회 복지사의수는 10분의 1에 불과했다. 또한 이탈리아

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강제입원율(2001년 인구 만 명당 5.5명인 잉 랜드

와 비교하여 만 명당 2.5명)(131)이 낮고 향정신성 약물의 사용도 다른 유럽국가들

에비해적었다. ‘회전문’식재입원율은자원이부족한지역에서만두드러졌다.

그러나이탈리아의정신보건의료서비스는완벽함과는거리가멀다.(130) 공공 정

신병원을 대신하여, 정부가 장기 환자들을 위한 소규모의 보호받는 지역공동체나

아파트를 운 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민간 시설들이 장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신보건에 대한 지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어떤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부담이 환자 가족들의 몫이기도 하다. 또 어떤 지역에서

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와 재활서비스의 쇄신에 실패하여 최적의 진료를 받

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이탈리아는 지역사회 보건시스템을 강화하고 새

로운 우선순위를 직시하며, 지역별 정신보건의료 서비스의 성과를 표준화하기 위

한새로운국가적전략을준비하고있다.

이탈리아의경험은정신과시설의폐쇄는반드시대체적서비스구조의구축과

함께이뤄져야함을보여준다. 개혁 법률은단순한지침이아니라최소기준을규

정해야 한다. 또한 건물과 인력, 교육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헌신도

필요하다. 서비스의 검증과 통제, 비교를 위한 중앙조직과 함께 연구와 평가도 매

우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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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재활계획과협력의증대
재활서비스에관한국가계획을수립하거나수정하는것그리고그계획을

실행하기위한기반시설을마련하는것은재활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

는데있어서매우중요하다. 이러한계획들은현재상황에대한분석에기반해

야하고, 재활서비스제공에있어서의주요측면들 - 추진력, 재원, 정보, 서비스

제공방식, 관련제품과기술, 재활인력등(135) - 을고려해야하며, 지역적수요에

근거하여우선순위를정해야한다. 재활서비스가필요한모든사람들에게지

금당장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해도, 우선소규모라도매년지

속적으로재활서비스에투자하는계획을통해재활시스템을점점강화하고

확장시켜나갈수있다.

재활계획의성공적인시행은각분야간의공동협력방법을구축하거나보

강하는것에달려있다. 각부처들이참여하는재활서비스관련위원회나기관

은여러조직을아우르는조정자의역할을할수있다. 한예로, 1997년캄보디

아에서는정부와비정부기구, 훈련프로그램의대표자들로구성된장애행동협

의회(disability action council)가설립되어재활서비스제공자간의협력과조정을

지원하고, 재활서비스와의뢰시스템의중복을줄이고, 그보급상황을개선하

고훈련사업에공동투자를증진하 다.(136) 이협의회는신체재활서비스의개

발과재활전문가 교육훈련의 지원(물리치료, 보장구, 휠체어, 지역사회중심재

활)에서큰성공을거두었다.(137) 이외에도협력작업을통한이득에는다음과같

은것들이있다(136) :

■장비와보급물자의공동거래

■지식과전문기술의공유

■전문교육인력의공유, 임상교육사이트개설, 교육과정의검토와개정, 정

보의전파등을통한지속적인교육

■국외전문서비스로부터국내관리서비스로의이행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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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스의재원개발

재활서비스를이용하는데드는비용은저소득국가뿐아니라, 고소득국가

의장애인들에게도장벽으로작용할수있다. 정부나보험, 혹은NGO단체로부

터의비용지원이있다고하더라도, 재활서비스이용비용을부담하기에충분

치않을수있다.(117) 장애인들은수입이적거나직장에고용되지못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고용주지원의보건제도나개인건강보험의혜택을받을가능성

이적다(8장참고). 공공보건서비스의보장범위가적절치않거나서비스비용

조달에제약이있을경우, 장애인들의재활서비스이용도제한되며사회참여

나활동도포기해야할수밖에없다.(138)

보조기기비용을부담할수있는자금원이부족하다는것이많은사람들에

게큰장벽으로작용한다.(101) 장애인이나그가족들은사용하는전체보조장치

들중절반이상을직접구입해야한다.(139) 인도에서실시된한전국조사에서는

보조공학기술을이용하는사람들중 3분의 2가자비로보조장치를구입하는

것으로보고되었다.(112) 아이티에서는인공의료보장구서비스의이용률이낮은

이유가부분적으로는이용자들이서비스비용을낼수없기때문인것으로알

려졌다.(117)

재활서비스이용에들어가는비용은일반적으로다른보건의료지출내역

에포함되기때문에, 얼마인지정확히확인하는것은어렵다. 모든종류의재활

수단들에대한비용지출정보는제한적이다.(68,74,138) 2005년, 114개국중 41개국의

정부가보조장치들에대한자금을지원하지않았다.(110) 심지어보험제도가보

조장치에대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해주는 79개국가에서조차도, 가

난한장애인에게비용을지원하지않는나라가 16개국, 국내전지역을지원해

주지않는나라가 28개국에달했다.(110) 어떤사례들에서는현재운 되고있는

프로그램들에보조장치의유지, 수리비용지원이포함되지않아사람들이결

함있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장비의 이용 자체에 제약을 받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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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6,112,140) 2005년국제적인연구에자료를제공한 114개국중 3분의 1에해당하

는 국가들이 재활 서비스를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지 않았다.(110)

OECD 국가들은과거에비해재활서비스에좀더투자를많이하는것처럼보

이지만, 지출규모는여전히작다.(120) 예를들어, 2006년에서 2008년사이의전체

OECD국가들에대한비가중평균자료를보면, 노동시장프로그램의일환으로

재활서비스에사용된공공지출이GDP의 0.02%에불과했으며이수치는시간

이지나도증가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127)

재활서비스에대해제공되는보건의료비용지원은그지원범위가선택적

인경우가많다. 예를들어보조기기의수나형태를제한하거나특정기간중의

방문치료의횟수를제한한다든지, 아니면최고액에제약을둔다든지하는것

인데,(77) 이런것들은전부소요되는비용을조절하기위함이다. 소요비용조절

이필요하긴하지만, 혜택을받을수있는사람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의

필요성과균형을이루어야한다. 미국의정부보험정책이나민간보험제도는

보조공학기술에대한보장범위에제한을두고있으며, 노후화된장치를고장

나기전까지는교체해주지않기도하여, 상당히오랜시간을기다려야하는경

우도있다.(77) 독일과네덜란드에서보조장치를이용하는류머티즘환자들을대

상으로한연구에서는두국가간의큰차이가발견되었는데, 이런차이는처방

과환급에관련된규정측면에서두국가의보건의료시스템이다르기때문인

것으로생각된다.(141)

정책을실행하기위해서는그정책의범위와우선순위에부합하는예산이

필요하다. 재활서비스예산은관련부처 - 특히보건관련부처 - 의정규예산의

일부분으로포함되어야하며, 계속적인수요를고려대상으로해야한다. 재활

서비스예산은지출을확인하고모니터링할수있도록별도의항목으로분리하

는것이이상적이다.

여러나라들 - 특히, 저소득국가와중소득국가들 - 은재활서비스의재원을

마련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그러나재활서비스는인적자원을길러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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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점에서좋은투자라고볼수있다.(36,142) 효율적인재원마련방안은재활

서비스의제공, 접근성, 대상범위를개선할수있는데, 특히중, 저소득국가의

경우에더욱그렇다. 어떤방법이든지간에시행에앞서적용가능성과비용대

비효율성을세심하게평가해야한다. 재원마련방안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

이있다 :

■자원의 재분배 또는 재할당 :공공재활서비스는효율적인자원의재분배

와함께검토되고평가되어야한다. 가능한변경방식은다음과같다. :

- 병원과진료소중심의재활에서지역사회중심의개입으로변화(74,83)

- 효율성을높이기위해재활서비스들을개편하고통합(26,74,143)

- 재활장비를제일필요로하는곳으로재배치(144)

■국제적 협력 :선진국들은개발원조를통하여개발도상국에장기적인기

술, 재정지원을제공함으로써개발도상국들이재활서비스인력양성등재

활서비스를강화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다. 호주,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국, 미국등의원조기관들이이러한활동을

지원해왔다.(145-147)

■인도주의적위기를돕기위한해외원조에재활서비스포함 : 분쟁이나

자연재해로인해사람들이부상이나장애를입게되며, 기존의장애인들은

더욱취약한상황에놓이게된다. 예를들어, 지진이발생하고난뒤에는건

물의잔해나이동보조장치의손실로인해장애인들이돌아다니기가훨씬

어려워진다. 해외 원조에는 외상 치료와 재활 서비스도 포함되어야 한

다.(135,142,148)

■공공재원과민간재원의 결합 :이방안이효과를거두려면각분야들사

이에서책임소재의분명한구분과훌륭한협동작업이필요하다. 어떤서비

스들은 - 호주나캄보디아, 캐나다, 인도의사례와같이공공재원을사용하

면서도서비스제공은민간에의해이루어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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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한장애인들을대상으로할것:남아프리카(149)나인도(8)의경우에서와

같이, 재활서비스의필수적인요소들은분명하게확인되어야하고, 공공재

원에의해운 되며, 저소득계층의사람들이무료로이용할수있어야한다. 

■동등한접근성기준을포함한건강보험보장내용평가 :물리치료이용

에관한미국의한연구에서는뇌성마비, 다발성경화증, 혹은척추부상등

을가졌는지여부에따라물리치료서비스이용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자

금지원의범위가달라졌다.(74)

재활인력의확충

재활인력에관한국제적정보자료는불충분하다. 많은나라들의경우, 보건

서비스인력에관한국가적계획과검토에서재활서비스에대한언급은빠져

있다.(135) 재활인력들을정 하게감시할수있는기술적능력이부족하여신뢰

도가떨어지거나시기가지난자료인경우도많다. 게다가, 재활서비스종사자

들을지칭하는용어는다양하며공인된분석의틀도없고, 중요정책을평가할

기술과경험도부족한상황이다.(150,151)

선진국이든개발도상국이든간에, 많은나라에서재활서비스전문가의공

급이불충분하고불안정하거나아니면아예없는경우도있고(83,152,153) 혹은재활

서비스전문가들의지역적분포가불균등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82,140) 호주나

캐나다, 미국과같은선진국들에서는교외지역과격오지에서재활서비스인력

의부족이보고되고있다.(154-156)

저소득국가재활인력의낮은수준과생산성은당황스러울정도이다. 개발

도상국에서의재활인력과다른보건인력들에대한교육훈련은선진국들에

비해더복잡할수있다. 교육훈련에상담과조언을해줄다른의사들이없다는

점과 1차보건의료시설을통한의료서비스, 수술치료, 후속치료의제공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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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다는점을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자원이부족한환경에서일하는재활

서비스담당자들은병리학에대한폭넓은지식과훌륭한진단능력, 문제해결

능력, 임상결단력, 그리고의사소통능력을필요로한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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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선정된국가들중인구만명당물리치료사의수158

표4.2. 선정된국가들중인구만명당작업치료사의수159

주: 재활 인력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전문가 협회들이 많다. 그러나 전문가의 회원가입이나 설문지 응답은
강제사항이아니다. 이 자료는 65개 회원단체들로부터수집되었으며응답률은 9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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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요법은가장흔히제공되는서비스인데, 특히소규모병원에서제

공되는경우가많다.(144) 최근에가나에서실시된한포괄적인조사연구에서, 가

나에는재활의사나작업치료사가없고보철전문가와교정전문가그리고물

리치료사만몇명있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결과각종치료법과보조장치

들의이용에크게제약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68) 언어병리치료와같은서비

스들이거의존재하지않는나라도많았다.(144) 인도에서는언어장애인들이시

각장애인들보다보조장치를제공받을가능성이훨씬낮았다.(112)

아프리카사하라이남지역의재활의사들에관한광범위한연구에서유럽은

10,000명, 미국은 7,000명이상의재활의사들이있는데비해남아프리카전체

에서재활의사는단 6명이었으며, 이들이 7억8천만명을담당하고있는것으로

확인되었다.(142) 이러한차이는다른재활전문직분야에서도크게나타났다. 저

소득국가와중저소득국가에는인구 10만명당심리학자의수가 0.04명에서

0.6명사이 던것과비교해중상소득국가에서는 1.8명, 고소득국가에서는 14

명이었다. 그리고인구 10만명당사회복지사의수가 0.04명이었던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15.7명이었다.(157) 물리치료사의공급에서나타난큰격차를보여주

는공식적인통계자료가표 4.1에나와있고, 작업치료사수의격차를보여주

는세계작업치료사연합의조사자료가표4.2에나와있다.

여성재활서비스인력이부족하다는점과성별에대한문화적태도가어떤

상황에서는재활서비스에 향을미치기도한다. 예를들어인도에여성기술

자의수가적다는사실이, 남성장애인에비해여성장애인들이보조장치를제

공받는경우가적은이유를부분적으로설명하기도한다.(112) 아프가니스탄에서

는여성환자들은오직여성치료사에게서만치료를받을수있으며, 남자환자

들은오직남자에게서만치료를받을수있다. 여성의여행에대한제약도여성

물리치료사가직업교육이나교육워크샵에참여하는것을막고, 가정방문치

료도할수없게만든다.(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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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훈련의확대
재활서비스종사자들을위한교육프로그램이존재하지않는개발도상국이

많다. 2005년의 114개국에대한국제적조사에따르면, 재활인력의훈련을위한

조치를취하지않은나라가 37개국이었고, 보건서비스제공자들의장애에대한

지식을가장최근의것으로교육하지않은나라들은56개국이었다.(110)

나라마다다른교육훈련의형태와요구되는능력기준에따라서비스의질

도 향을받는다.(92,136,161) 재활인력을위한대학교육과정이모든개발도상국에

서다가능한것은아니다. 왜냐하면학문적지식이필요하며, 시간과비용문제,

교육훈련을지속시킬수있는정부와비정부조직의능력문제등이있기때문

이다.(162-165) 또한 정부와 기부자들로부터 장기적인 자금 제공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필요하다.(136,166)

재활인력을위한교육이 - 흔히교육기관이나도시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

지는 - 항상사람들의, 특히교외지역주민들의수요와연관되어있는것은아니

다.(167) 아프가니스탄의한연구에서는 2년동안훈련을받은물리치료사들이임

상적추론을하는데어려움을겪었을뿐만아니라임상능력도, 특히복합장애

를다루거나그들의교육수요를확인하는데있어서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

타났다.(168)

전세계적으로재활전문인력들이부족한상황에서, 필수적인재활서비스

의제공을늘리기위해서는혼합된혹은단계별교육훈련이필요하다. 단계별

교육의경우에는각단계들사이에지속적인교육기회가제공되어야한다는것

과경력개발에대한부분도고려대상에포함되어야한다.

선진국과전문가협회들로부터지지를받고있는재활전문대학교육과정은

다른분야들중에서도특히, 물리치료와작업치료, 보철및교정, 언어치료의

분야에서전문지식에특화된능력을길러낼수있다.(162-165) 전문가협회는교육

을받기위한최소한의자격기준을적용하는것을지지한다.(162-164,169) 자원이부족

한환경에서일하는것은매우복잡한일이기때문에대학수준의교육과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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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교육이중요하다.(136) 고등교육에대한수요를규명하고유지할수있는

가는정치적안정성, 잘훈련받은교육자들의존재여부, 재정적지원의가능성,

국내의교육수준및교육에드는시간과비용등의여러요소들에달려있다. 

중국, 인도, 레바논, 미얀마, 태국, 베트남, 짐바브웨와같은중, 저소득국가들

은전문인력자원의부족문제를중급교육훈련프로그램의개설을통해대처

해왔다.(92,170) 재활교육에소요되는시간은전쟁과분쟁으로장애를입은사람

이급격하게증가함에따라짧아져왔다. 예를들어, 제1차세계대전후미국에

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캄보디아가 내전을 겪은 후의 상황도 마찬가지

다.(126,136,171) 중급 치료사들은 선진국들의 예와도 관련이 있다. 잉 랜드 북동부

지역에서시행된한협력프로젝트는재활서비스보조원들을교육시켜재활

치료사들과함께일하게함으로써자격을갖춘전문인력을고용하는데있어

서의어려움을완화하 다.(152)

중급치료사나기술자, 서비스종사자들은다양한분야의전문지식(예를들

어, 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에대한기초적인교육을통해다목적재활

서비스인력으로거듭나거나아니면관리감독하에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전

문보조원이될수도있다.(152,170)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엘살바도

르, 인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공화국, 태국, 토고, 스리랑카, 파키스탄, 수단,

베트남과같은여러개발도상국들에서시행되고있는보철및교정치료교육과

정은WHO/ISPO의기준에부합한다(box 4.5참고).(92,172) 중급교육훈련의부수적

인긍정적효과는숙달된전문인력들의선진국으로의이민을억제할수있다

는것이다.(136) 중급교육훈련은또한비용이많이들지않는다. 비록그자체는

불충분하긴하지만, 온전한전문인력훈련프로그램이없는상황에서는재활

서비스를확대할수있는하나의방법으로사용될수있다.(136)

3급훈련을받은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종사자는지리적접근성문제

의해결가능성을보여준다.(173,174) 그들은전통적인보건의료서비스와사회복지

서비스의경계를넘나들면서지역사회에기초재활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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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필요한경우, 좀더전문적인서비스에환자를위탁할수도있다.(152,175) 일반

적으로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종사자들은최소한의교육훈련만받고, 전문

가의진료나위탁이필요한경우에는이미마련되어있는의료서비스나재활

서비스에의존한다.

장애인들에게재활인력으로훈련받을기회를제공한다면적합한자격을

갖춘인력풀을넓힐수있을것이며, 한층더깊은공감과이해, 원활한의사소

통을바탕으로환자들에게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176)

Box 4.5. 돈보스코대학을통한보철및교정기구의교육

1996년, 엘 살바도르의 수도 산 살바도르에 있는 돈 보스코 대학은 독일 기술

협력 단체의 지원을 받아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보철 및 교정기

구교육프로그램을시작했다.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의 보철 및 교정기구 교육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

관으로서, 돈 보스코 대학은 20개국 출신의 보철 및 교정기구 전문가 230여 명

을 졸업시켰다. 교육프로그램은 외부의 자금 지원이 끝난 후에도 계속 확대되었

다. 이제 이 대학은 9명의 보철 및 교정 전임교수들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

제 보철 및 교정 전문가 협회와 WHO 같은 다른 국제기구들, 그리고 다른 대학

들, 사기업들과협력관계를맺고있다.

몇 가지접근방법들이이교육프로그램의성공에중요한역할을하 다. :

■긴 한 협력관계 : 풍부한 교육적 전문지식을 갖춘 견실한 교육기관인 돈 보

스코 대학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았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서 보철 및 교정 교육프로그램을 만든 경험이 있는 독일 기술협력기관은 기술

적, 재정적지원을제공하 다.

■지속적 훈련 제공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 : 6개월간의 적응 단계를 거쳐 서로

다른 파트너들이 목표와 행동, 지표, 책임 및 자원 등과 같은 프로젝트 시행의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가능했다. 7-10년짜리 계획은 이 프로그램이

자립할수있게만들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침들 : 돈 보스코 대학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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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및 교정 전문가협회의 지원하에 개발되었으며, 이 협회와 WHO가 개발

한국제교육지침에적합한것으로인정받았다.

■능력의 개발 : 교육 프로그램의 초기 3년 동안은 독일 기술협력기관 소속의

고문 두 명이 기술적 내용을 개발하고 제공하 다(ISPO/WHO Category Ⅱ).

처음 25명의 학생이 입학한 해에 2명의 뛰어난 졸업생들이 독일의 대학원 연

구과정에 발탁이 되었다. 그 두 학생이 2000년에 돌아오면서, 교육과정에 대

한 책임이 고문에서 두 졸업생에게로 점차 옮겨가게 되었다. 2000년에 이 프

로그램은라틴아메리카전지역에서학생들을 25명까지받을수있도록확대

되었으며, 2002년에는 WHO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 최소 5년의 경험이

있는 보철 및 교정기구 전문 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어, 불어로 이용할 수 있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앙골라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2006년에는 5년 과정의 보철 및 교정 학위 프로그램(ISPO/WHO

Category Ⅰ)이 시작되었다.

■고용 보장 : 보철 및 교정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엘 살바도르의 일반 보건

시스템에 통합되었으며, 다른 나라들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지원

이제공되었다.

■적절한 기술의 선택 : 적절한 기술을 확인하고 개발한 것이 교육의 지속적인

제공을보장하 다.

재활서비스에참여하고있는기존보건의료인력의교육
훈련
물리치료및재활전문의가되기위한전문교육과정의기간은나라마다다

르다. 중국은 3년(중국인기준), 유럽에서는최소 4년,(37) 그리고미국에서는 5년

이걸린다.(177) 어떤나라에서는재활전문의에대한급박한수요를충족시키기

위해더짧은교육과정을택하기도한다. 예를들어중국에서는우한의통지의

대에서개발한 1년짜리자격증과정이 1990년부터 1997년까지운 되어 315명

의 의사를 배출했고 그들은 지금 중국 30개 지방에서 일하고 있다(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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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communication 2010).

1차보건의료종사자들은폭넓은재활교육훈련으로혜택을받을수있다(ICF

에의해제안된생물심리사회적틀을이용).(178) 재활전문가들이없는상황에서

는적절한훈련을받은보건인력들이부족한재활서비스를보충하는데도움

을줄수있다. 예를들어간호사들과보건의료보조원들이치료서비스의후속

조치에도움을줄수있다.(179) 보건의료인력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은사용

자중심이어야하고, 수요에기반해야하며, 각보건의료인력들의역할과관련

이있는것이어야한다.(180)

교육훈련능력의구축
선진국의학술기관들과대학, 그리고국제적인비정부기구들 - 전세계의기

부자들로부터지원을받고각국정부나지역비정부기구들과협력관계를맺고

있는 - 은개발도상국의교육과정을업그레이드시키고교육담당자들을훈련

시키는것을도움으로써교육훈련능력을구축할수있다(136,142,181) 호주라트로브

(La Trobe) 대학의 지원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의 보철 교정 학교는 최근에

Category Ⅱ(정형기술자)교육과정을, 원격교육을이용하는보철교정치료학사

과정으로업그레이드했다.(182) 이러한시도로학생들이고국에남아서공부할수

있게되었으며호주로가서정규과정을이수하는것보다비용면에서훨씬효

율적인공부를할수있게되었다.(182)

개별국가차원에서교육훈련을시행할능력이없을경우, 지역차원의교육

훈련센터가과도적인해결책을제공할수있다(box 4.5 참고). 모빌리티인디아

는재활치료보조원들을교육시키며인도, 방 라데시, 네팔, 스리랑카의학생

들에게보철및교정치료에관한특수훈련을제공한다. 그러나이러한방법은

제한된수의졸업자들만배출할뿐이며여행에소요되는경비로인해비용이

증가하기때문에다른개발도상국들의방대한인력수요를충족시키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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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포함되는내용
재활인력의훈련과정에는관련국내법이나장애인권리협약(CRPD)을포함

한관련국제법들의개론이포함되어야하는데, 그래야지만고객중심의접근

그리고장애인과재활전문가간의공동의사결정이촉진될수있다.(167)

ICF는보건의료인력들간의공통된이해를끌어내고의사소통을용이하게

하며재활개입관리가더잘이루어질수있도록평가도구와표준화된성과

측정방식을사용할수있게한다.(17,178)

고등및중등교육과정은지역사회의수요를반 한내용을포함시키고, 적

합한기술들을사용하며, 능동적학습법과문제중심지향학습법등진보적교

육방식을사용함으로써좀더교외지역사람들의수요와관련있는교육과정

이될수있다.(167,175,183,184) 장애인들의건강과삶의질에 향을미치는사회적, 정

치적, 문화적, 경제적요소들에관한내용을포함시키면재활인력들이나중에

일하게될환경과교과과정의관련성이더욱높아질수있다.(167,185-187) 또한여러

학문분야가연관된팀중심의훈련교육은협동작업능력을길러주고재활인력

의소모를줄여주며재활서비스의실행을개선하여서비스이용자들의참여와

만족도를높이는것으로여러연구들에서밝혀졌다.(188)

재활인력의모집과유지
재활관련교육과정을졸업한사람들의고용을보장할수있는구조는졸업

자들의미래와교육의지속여부에매우중요한 향을미친다. WHO의보건의

료종사자채용에관한실무규정(189)은전세계적으로보건시스템을강화하고국

내와세계를통틀어서, 특히사하라이남지역의아프리카와개발도상국들에서

나타나는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분포의불균형문제를다루고자하는노력을

반 하고있다. 이규정은저소득국가의지역보건의료수요에대한인식의필

요성과국가들간의인력교류와훈련의필요성을강조한다.

여러나라에서지역사회, 특히교외지역이나격오지출신으로서재활및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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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육과정의학생이될가능성이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프로그램

들을운 하고있다.(190) 네팔의료협회(Institute of Medicine)는의료교육훈련을

최소 3년만받으면지역중급보건종사자로인정해준다. 그이유는지역에서

채용되고훈련받은인력들이지역사회에서살기위한준비가더잘갖춰져있기

때문이다.(183) 태국도교외지역에서의채용과훈련에이런방법을써왔으며, 이를

수정하여보건인력들은그들의고향에서공공분야의일자리를맡게한다.(190)

교육프로그램이있다고하더라도재활인력을보유하기어려운경우가자

주있으며, 특히교외지역이나격오지의경우에는더욱어렵다. 예를들어캄보

디아의경우, 도시지역과교외지역모두재활서비스에대한수요가상당히높

지만병원은재활인력을고용할형편이되지않는다.(136) 다른보건인력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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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재활인력유지를위한인센티브와방법들

방법 예시

금전적 보상 수요가있는지역에서일하는것에대한금전적보너스혹은
주택보조금, 학교수업료분담금, 주택담보대출, 차량의제공등과
같은인센티브. 어떤나라의경우에는교외지역이나격오지에서일정
기간근무하는대가로교육비를정부가보조해준다. 이 접근법은
임시인력이나해외인력의고용과같은대체적방안들의비용과비교,
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190,191,194,198)

서비스 복귀에 대한 개발도상국출신의해외거주재활인력들은그들고국의재활기반
금전적 인센티브 시설의발전에큰기여를할수있다. 금전적인센티브제공은세심한

장기평가를필요로한다.(198)

경력 개발 승진기회, 기술과책임을인정받을수있는기회, 훌륭한감독과
지원을받을기회, 수련의와치료사들을위한실습훈련을받을
기회.(68,181) 여러나라에서고용주의지원하에(무급휴가나여행경비
보조와같은) 재활인력들이세계여러나라의학부과정과대학원
과정을경험해보도록장려하고있다. 

지속적인 교육과 교육연수에참여할기회, 세미나와회의에참여할기회, 온라인
직업적 개발 교육과대학원훈련과정을이수할기회, 그리고연수의질을높일수

있는전문가단체로부터의보조금(188,195)

좋은 근무 환경 작업장의안전과편안을보장할수있도록건물설계개선, 작업에
적합한장비와자원을제공. 업무량의적절한관리와서비스에대한
인정(175,190,191,194) 등 협조적이고효율적인관리운 .



와마찬가지로재활인력을확보하는것은열악한근로조건, 안전문제, 미숙한

관리운 , 갈등, 부적합한교육, 그리고경력개발과지속적인교육기회의부족

등의문제에 향을받는다.(68,175,190-192)

재활기술에대한국제적수요가높은것도재활서비스종사자들의일자리

탐색에 향을미친다.(190,193) 보건의료서비스종사자들은더나은생활수준, 정

치적안정, 직업적기회등을위해저소득국가에서고소득국가로옮겨가는경

우가자주있다.(82,144,194,195) 의료전문가와전문간호사에대부분의관심이쏠려있

는가운데, 브라질, 이집트, 인도, 나이지리아, 필리핀과같은개발도상국을떠나

는물리치료사들의수도급격히증가해왔다.(196,197) 다양한유인책과메커니즘을

이용하여재활인력을장기적으로보유하는것은지속적인서비스제공의핵심

적인부분이다(표4.2 참고).

서비스제공의확대와분산

재활서비스가제공되는곳이그서비스를필요로하는장애인이사는곳에

서너무멀리떨어져있는경우를흔히볼수있다.(199-201) 주요재활시설들은대

개도시지역에자리잡고있으며교외지역에서는기초적인치료서비스조차도

받을수없는경우가많다.(202,203) 2차나 3차재활서비스를받기위해이동하는것

은비용이많이들고시간도많이소요될뿐만아니라, 대중교통이이동장애를

가진사람들이이용하기적합하게되어있는경우도드물다.(77,174) 내반족치료

계획서에대한우간다의두연구에서는환자가의료시설을이용하기위해이동

해야하는거리와치료지속사이에서큰연관성이있음이발견되었다.(38,204)

장애인들중에는복합적재활수요로인해 3차진료환경에서집중관리나

전문가의관리를받아야하는사람들도있다.(box 4.6참고)(77,207,208) 그러나대부분

의사람들은 1차나 2차보건의료환경에서비용이상당히적게드는, 보통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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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재활서비스만받아도된다.(119,207) 재활서비스를 1차와 2차보건의료환경으

로통합시키게되면 :

■재활서비스의제공을조정하는데도움이되고,(126) 여러분야의보건의팀이

한곳으로통합되게되어필수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적당한가격에제공

할수있게된다.(209)

■이용가능성과 접근성, 비용부담가능성이 높아져(200) 의뢰와 관련된 장벽들,

예를들면이용할수없는위치에있다든지, 부적절한서비스에연결된다든

지, 아니면민간재활서비스이용시의높은비용문제등을극복할수있

다.(100,126,210)

■조기에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보장함으로써, 그리고대기시간과이동

에걸리는시간을줄임으로써환자들의서비스이용과관련된경험을개선

할수있다. 재활서비스의개발에환자를참여시키는일과함께이방법은

더좋은결과물을이끌어낼수있고, 치료에대한호응도를개선하며, 환자

와재활서비스종사자들의만족도도높일수있다.(211)

의뢰시스템은다양한종류의서비스제공방식간에필요하며(입원치료, 외

래진료, 가정방문진료) 보건서비스공급의여러단계들(1차, 2차, 3차진료시

설과지역사회환경) 간에필요하다.(100,136,212)

그렇기때문에통합과분산은정기적인개입이나지속적인개입이필요한

상태의사람들, 그리고노인들에게도움이된다.(213) 웨일스의 1차진료중심의

저시력환자를대상을한서비스에대한평가결과, 저시력사정이 51%로증가

하 고대기시간은 6개월이상에서 2개월이하로줄었으며, 80%에해당하는

사람들이가장가까운서비스제공자에게가는데걸리는시간이감소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시각장애점수도크게개선되었으며, 환자의 97%가서비스가

도움이되었다고대답했다.(214)

238



Box 4.6. 브라질- 상파울루병원의간소화된재활프로그램들215

상파울루는부상과관련된장애인들의수가엄청나게증가하는것을경험해왔

다. 상파울루 대학의 의과대학 임상병원에 있는 정형외과와 외상학 관련 기관 -

162개의 병상이 있는 공립 의뢰 병원은 심각한 외상환자들을 치료한다. 매달 입

원하는 1,400명의응급환자들중, 약 50명 정도는집중적인장기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람들인데, 척추 부상, 노인성 고관절 골절, 사

지 절단, 복합 부상 등을 입은 환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는 부상 관련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재활 센터에서 자리를 배정받기까지 일년 이

상을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근수축이나 욕창, 감염과 같은 이차

합병증의발생이증가했고, 이런 합병증들은기다린끝에마침내받게된재활서

비스의효과를감소시켰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병원 내의 이 기관은 간소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는데,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척추 부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나

중에는 고관절 골절을 당한 노인들과 심각한 근골격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관절 변형과 욕창의 방지, 기동성과 휠체어

환승의 용이성 제고, 방광과 장 문제 관리, 통증의 관리,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독

립성 제고, 간병인들(특히, 사지마비환자와 노인 환자들을 돌보는)의 교육을 목표

로하고있다.

재활 팀은 보조 장치와 가정환경 변경에 대한 조언도 제공한다. 재활 팀에는

물리요법사와 물리치료사 그리고 환자들과 간병인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할

재활 전문 간호사가 포함된다. 나아가 사지마비환자와 같이 복합적인 손상을 가

진 사람들을 위해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도 재활 팀에 포함될 수 있

다. 재활 팀에의한환자치료는특수병동이아닌일반병동에서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교육적이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재활 프로그램

은 보통 환자가 임상적으로 안정되는 부상 후 2~3주 사이에 시작되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에 머무는 2달 동안 계속 된다. 환자들은 퇴원 후 30~60일 사이

에병원에후속평가를받으러처음으로방문하며, 그 후에는필요한경우주기적

으로 방문하게 된다. 이런 방문을 통해 주로 일반적 의료 서비스를 받고, 합병증

을 예방하며,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기초 재활 진료를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이차합병증의예방에탁월한효과가있었다(아래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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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척추부상을입은환자들에게서나타난합병증205,206

1981-1991년과 1999-2008년 간의비교자료.

합병증 1981-1991(n=186) 1999-2008(n=424) 감소퍼센트포인트

비뇨기 감염 85% 57% 28

욕창 65% 42% 23

통증* 86% 63% 23

경직 30% 10% 20

관절 변형 31% 8% 23

*통증은기능회복을방해하는만성통증임
주 : 두 비교 기간 동안의 환자들은 연령(전기 평균 29세, 후기 35세)과 성별(전기 남성 70%, 후기 남
성 84%)측면에서 상당히 비슷하 다. 병인은 전기 집단과 후기 집단이 달랐는데, 전기 집단은 54%가
총상에 의한 것이었지만 후기 집단은 19%만이 이에 해당했다. 부상의 정도로는 전기 집단의 65%가
양측하지마비, 35%가 전신마비 으나후기집단은 59%가양측하지마비, 41%가 전신마비 다.

이 사례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부상 발생수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차적

건강 상태를 줄이는 방법으로 기초 재활 전략들을 활용하여 이득을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

■ 응급 진료 담당 의사들이 장애를 동반할 수 있는 부상을 입은 환자들을 확인

하고, 가능한한신속하게재활팀을치료에참여시켜야한다.

■ 일반병원에소규모의숙련된재활팀이있어야한다.

■ 건강 증진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 기초 재활 진료서비스가 위급한 단계의 외상

치료가끝난후곧바로시작되어야한다.

■ 기본장비들과보급물품이지원되어야한다.

다양한분야가조정된재활서비스
재활서비스에관여하는서비스제공자가한명이상인상황에서재활치료

의연속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조정이필요하다.(216) 조정된재활서비스의목

표는기능적성과를증진하고비용을절감하는것이다. 조정되고, 다양한분야

가통합된재활서비스의제공이효율적이고효과적일수있음을보여주는근



거가있다.(208)

여러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재활팀은환자들에게다양한재활혜택을줄

수있다. 예를들어폐쇄성폐질환을가진장애인들을위한종합재활서비스는

보건의료서비스의이용률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217) 노인들을위한종합

치료서비스는환자들의일상생활행동수행능력을높 고기능의손실을감소

시켰다.(6,218) 젊은지체장애인의사회참여율을높이기위한팀중심의접근은비

용효율이높은것으로입증되었다.(219)

지역사회에서제공되는서비스
지역사회에서제공되는재활개입은일련의재활서비스들중에서중요한

부분을차지하며, 입원환자에대한재활서비스의효과와효율성을높이는데

도움이된다.(220) 노인들의신체적기능과자립성을유지하기위한지역사회중심

개입의효과에대한한체계적인분석은, 개입의결과기능의감퇴와병원이나

요양원에입원하는사례가줄었으며신체적기능이향상된것을보여준다.(6) 지

역사회에서제공되는재활서비스는인력부족, 지리적인구분산, 인구통계의

변화, 기술적혁신등의문제에도해답이될수있다.(175,221) 재활서비스를좀더

탄력적으로제공하려는노력들이더해지고있으며여기에는가정방문서비스

나학교를통한서비스제공방식도포함된다.(222) 재활서비스는사람들의집이

나거주지역과가능한한가까운곳에서제공되어야한다.(223,224)

이용가능한자원이부족하고가용능력이제한적인환경에서는 2차의료서

비스로의의뢰를보완책으로삼아,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112,175)를통해지역

사회의서비스공급을강화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한다(box 4.7 참고).(175) 지역

사회중심의재활수단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장애인들을파악하고의뢰를활성화한다. 방 라데시의지역사회중심재활

종사자들은시각장애어린이들을확인하고안과전문의캠프로의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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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하는 ‘핵심정보원’으로훈련을받았다. 안과전문캠프로보내진전

체의뢰건수중, 이정보원들에의한것이 64%를차지하 다. 어린이들은조

기에시각장애로판정을받았기때문에그지역사회의시각장애발생전체

빈도수에대한대표성이컸다.(225) 교외지역주민참여평가단과정보원들로

하여금장애아동들을확인하도록한 11개의유사한연구를바탕으로하여

실시된분석에서는지역사회중심의방법들이다른방법들에비해지속적으

로비용이적게소요되었고그결과아동들이서비스혜택을좀더오래받

을수있었으며그이후에는지역사회에의한개입도받을수있었던것으로

밝혀졌다.(226)

■재활서비스종사자들을통해간단한치료방법을제공하거나장애인혹은

장애가족들에게간단한치료방법을가르쳐준다. 근육의경축을예방하기

위해좋은자세를취하는것이나일상생활의기술을훈련하는것등이예가

된다.(227)

■장애인과그가족들을대상으로개인별로혹은그룹별로교육적, 심리적, 감

정적지원을제공한다. 인도교외지역의만성정신분열증환자들을위한지

역사회중심재활모델에관한연구에서는지역사회중심재활모델이외래진

료서비스보다시간과자원이집약적이었고,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더 낫고 효율적이었으며, 프로그램 호응도도 높았을

뿐만아니라자원이부족한환경에더적합한방법인것으로나타났다.(211) 지

역사회중심재활에대한이탈리아의다른연구에서는정신장애인들이대인

관계의개선과사회통합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매우고립된상황에놓

여있던사람들도환자와 CBR 종사자간에형성된친 한관계로긍정적인

향을받을수있었다.(228)

■지역사회를참여시킨다. 태국에서실시된두교외지역의 CBR 능력구축에

대한한연구는, 재활문제를협력하여다룰수있도록장애인들과그가족

그리고지역사회구성원들의그룹회의를활용했다.(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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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7. 인도구자랏의지진피해자들에대한물리적지원과
재활서비스의강화

2001년 1월 26일, 리히터 규모 6.9의 지진이 인도 구자랏 주를 강타했다. 구

자랏의쿠치치지역에서 1만8천 명이 사망했고 13만 명이 부상을입은것으로추

산되었으며, 이미 산산이 부서진 보건의료 시스템에도 큰 부담이 되었다. 이 지진

에 대한 대응 사례를 통해 우리는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 특히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 - 가 저소득 국가와 재난발생 후의 상황에서도 지속적이고 알맞은

방향으로상당히강화될수있음을알수있다.

재난의 결과로 구자랏 주 정부와 핸디캡 인터내셔널(국제적인 비정부기구), 그

리고 시각장애인연합회(지역의 범장애 NGO) 간의 협력관계가 수립되어 기존 서

비스들의능력을제고하기로하 다.

삼차 층위(層位)

■이 프로젝트로 물리요법의 기반시설과 장비가 개선되었으며 쿠치치 지역과 양

하지마비 전문 시민병원 내에 있는 시설중심 재활 서비스의 다른 분야들도 개

선되었다.

■ 이 프로젝트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양측 하지마비 전문 시민병

원에입원한장애인들의퇴원계획을개선하는효과를가져왔다.

■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의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시민병원으로부터

지역사회중심 재활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장애 단체와 개발 단체 39곳으로 구

성된새로운지역사회네트워크로의뢰되는장애인들의비율이증가하 다.

지역, 이차 층위

■이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연합회가 보철 및 교정 서비스와 물리치료(8명의 맹

인 물리요법사에 의한)를 제공하는 이차 재활 서비스 센터를 쿠치치 지역 병

원 근처에 설립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재활 서비스 전달체계

를 개선하 다.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형외과적 장치들을 수령

하 으며 정부의 지원 계획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598명이 무료로 보조장치를

받았다. 그리고 208명은 자신들의 집에서 물리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보조장

치들을 착용할 수 있었다. 의뢰 센터는 지진 발생 후 6개월 동안 위성 센터들

을지원하 다.

재 활 ｜ 243



■다양한 층위의 정부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조정이 개선되었고, 위탁과

치료, 후속조치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보건 서비스 제공자와 비정부기구 사이

의 조정도 개선되어 서비스의 지속성과 접근성의 보장에 도움이 되었다. 개별

사례 기록 시스템과 쿠치치 지역 주변의 모든 재활 시설들에 대한 안내책자가

개발되었고, 그것들의운 및관리는일차보건의료센터들에서맡게되었다.

지역사회 층위

■장애인을 판별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개입과 의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275명

에 이르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을 교육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일차 보건 의료

서비스 분야를 강화시켰다. 교육 8개월 후에 실시된 평가에서는 교육받은 보

건 의료 종사자들 중 다수가 10개월 미만의 장애아동을 판별할 수 있었으며

고도의 지식이있는것으로드러났다.

■ 이 프로젝트는 물리치료 프로그램의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보건센터의 재활 서

비스공급을개선하 다.

■ 이 프로젝트는 128개 마을 중 84곳에서 24명의 지역 개발활동가들을대상으

로 장애인을 확인하고 기초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의에 의뢰하도록

교육함으로써개발계획에장애인들을포함시켰다.

■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양측 하지마비를 가진 사람들이 병원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모두를이용하는비율이높아졌다.

■ 이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 언어로 쓰인 8종의 새로운 홍보자료를 출간함으로

써, 장애 예방과 장애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와 가족구성원, 장애인 그리고 전

문가들의인식을제고하 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의 초기 활동들은 주로 척추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이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프로

그램 시행 전 60%에서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4%로 떨어졌다. 성공을 거두게 되

면서, 이 프로젝트는 지리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장애를 다

다루게 되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구자랏 주 전체를 아우르며, 구자랏 주에서

장애 관련 활동들은 정부가 운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모든 층위에 통합되어

있다.

출처핸디캡인터내셔널내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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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용률과비용부담가능성증가시키기

보조장치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개시장에서 보조장치를 구입한다. 비용절감을

위해보조장치의구입과생산에서규모의경제를실현하면보조장치에대한

접근성이개선될수있을것이다. 국가적수준에서든아니면지역적수준에서

든집중화된대규모의단체구입또는컨소시움을통한구매는구입비용을낮

출수있다. 그예로, 홍콩특별행정구에위치한중국일반시력및저시력센터

는집중화된시스템이있어품질은좋으면서도가격이적당한저시력장치를

대규모로구입한다. 또한이센터는저시력장치의품질관리를맡고있으며지

역내의비 리단체70곳이상에저시력장치를분배하고있다.(229)

보조장치가유니버설디자인원칙을따른다면대량생산을통해가격을낮

출수있고, 여러시장으로널리팔려나갈수있다(더자세한사항은 6장을참

고). 지역적경계와국경을넘어시장이확대되면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있

는필요수요량이만들어질것이며, 경쟁력있는가격의보조장치를생산하게

될것이다.(230,231)

어떤지역의원자재를사용하여해당지역에서제품을제조하거나조립을

하면비용이절감될뿐만아니라그지역상황에적합한장치의생산을보장할

수있다. 간단한제품인의자같은것들과복잡한제품인휠체어등도지역에서

생산될수있다. 다른생산방식으로는해외에서부품을수입해와지역에서완

제품으로조립하는방식이있다. 어떤정부는장애인용보조장치를생산하는

사업체에저금리로대출하기도하며, 베트남등의다른나라에서는보조장치

제조업자들에게세금공제혜택을제공하거나보조금을지급하기도한다.(232)

보조장치를수입해야하는나라들 - 예를들어, 국내생산이지속되기에는국

내시장규모가너무작은나라들의경우, 수입세를감면해주는것이도움이될

수있다. 베트남은장애인용보조장치에수입세를부과하지않으며,(232) 네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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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장치를수입하는기관들에게는수입세를줄여주고있다.(233)

보조장치를무료로제공하는제도나보조금을지급하는제도를이용할수

있다고하더라도재활서비스종사자들이나장애인들이그런제도가존재한다

는것을알지못할경우에는그런혜택을누리지못할것이다. 그러므로정보의

공유와인식이매우중요하다.(112,234)

적절하고알맞으며품질이좋은보조장치는(89,235-237) 다음과같은점을갖추어

야한다 :

■환경에적합하여야한다. 관련서비스에대한고려없이국제사회로부터저

소득국가와중소득국가들에기증된휠체어중많은수가돌려보내졌는데,

그이유는휠체어가사용자의환경에적합하지않았기때문이었다.(238,239)

■사용자에게적합한것이어야한다. 선택이잘못되었거나맞지않는보조장

치인경우, 혹은사용법에대한훈련이부족한경우더큰문제나이차적건

강상태를일으킬수있다. 보조장치는신중하게선택해야하며사용자에게

잘맞는것이어야한다. 수요와장치간의불일치로인해보조장치를버리는

일을최소화하기위해사용자들이보조장치의평가와선택과정에관여해야

한다.

■안전하고효율적인이용을보장하기위해적절한후속조치가있어야한다.

처방받은보청기가사용되지않은채로있는이유에관한핀란드교외지역

의한연구에서는상담을포함하여후속서비스가제공되는경우보청기의

사용이늘고더욱꾸준하게사용된다는것이밝혀졌다. 지역에서유지보수

를받을수있는지의여부와그비용을부담할수있는지도중요한문제이다.

예를들어, 배터리를손쉽게구할수있는지여부가지속적인보청기사용에

향을주었다. 자원이부족한환경에서는개선된보청기배터리관련기술

이필요하다. 보츠와나의한프로젝트에서는태양열을이용하여재충전할수

있는배터리가가능성있는대안인것으로밝혀지기도하 다.(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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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재활서비스
재활서비스에정보, 통신및관련기술들을이용하는것은원격개입을제공

함으로써재활수단의접근성과수용능력을제고할수있는자원으로부상하고

있다.(241-243)

원격재활기술들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이용가능한형태로지원되는화상회의와원격회의기술

■휴대전화

■원격자료수집장비와원격감시장비 - 예를들어심박수감시장비같은것. 

이런기술들은장애인, 재활서비스종사자, 동료, 교육훈련담당자, 관리감독

자, 지역사회봉사자그리고가족들이사용할수있다.

인터넷사용이가능한지역에서는전자보건서비스(원격보건서비스나원

격의료)와원격재활기술들을통해먼지역에사는사람들이다른지역에있는

전문가들로부터전문치료를받을수있게되었다. 원격재활서비스의예는다

음과같은것들이있다 :

■원격정신과진료,(244) 심장재활서비스,(245-247) 언어치료,(248,249) 외상성뇌손상을

가진사람들을위한인지적재활서비스(250,251)

■서비스혜택을충분히받지못하는노인들에게주택개조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한원격사정평가(252)

■보건의료서비스인력에대한지원과교육훈련(210)

■임상의사가적합한개입을사용할수있도록도와주는전산화된지침(253)

■보철및교정장치와휠체어의처방에관련된문제에관한 3차진료병원과

지역사회병원간의협의(254)

■재해로인한후유증이나타나는위태로운시기에국가간직업적전문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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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181)

원격재활서비스의실효성과효과에대해속속등장하고있는근거들에의

하면, 원격재활서비스는종래의개입방식과비교하 을때유사한수준혹은

더나은수준의임상성과를이끌어낸다.(255) 정책과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 자

원할당이나비용에관한추가적인정보가필요하다.(255)

연구조사와근거중심의서비스운 확대

재활서비스의어떤측면은중요한연구의덕을보기도하 으나다른측면

들은거의주목을받지못하 다. 특정재활개입과장애인들을위한프로그램

들 - 의학적, 치료적, 보조적, 지역사회중심적재활서비스 - 에관한확인된연

구는많지않다.(256-258) 재활서비스에대한연구에서는개입의실효성을평가하

는가장엄 한방법으로널리받아들여지는무작위의통제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들이부족하다.(259,260)

신뢰할수있는연구의부족은효과적인재활정책과프로그램들의개발과

시행을저해한다. 다양한맥락에서의재활서비스에대한연구가더많이필요

하며, 특히다음과같은것들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261,262) :

■재활수요와재활서비스의수혜, 보건성과(기능과삶의질) 및비용간의연

관성

■다른무엇보다도, 재활의접근장벽과재활촉진요소, 재활서비스제공방

식들, 인적자원개발방법, 자금조달양상등에대한것

■지역사회중심재활프로그램을포함한재활수단들의비용효율성과지속가

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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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능력을강화하는데있어서, 불충분한재활연구자의수, 연구자들을교

육하고멘토링할수있는기반시설의부족그리고관련학문분야와장애인대

표단체들과의협력관계가없다는점등이장애물로작용한다.

재활에대한연구는생물의학과비교하여근본적으로다른특징이여러개

있으며, 바로이런특징들때문에연구가어려워질수있다 :

1. 재활수단에는공통의분류체계가없다.(12,257)

2. 재활성과는재활수단들의폭과복잡성때문에특징을짓거나연구하기

가어렵다.(257) 재활과정에는여러가지수단들이동시에사용되는경우가

흔하며다양한분야의종사자들이참여하는경우도많다. 이러한점때문

에개입으로인한변화를측정하는것이어려운데, 예를들면치료와보조

장치가동시에사용된경우, 치료에의한특정성과를보조장치로인한성

과와구별하기어렵다는것이다.

3.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팀의 다양한 보건전문가 들이 신뢰할

수있는, 활동제한과참여제약의유효한성과측정방식이거의없다.(263,264)

4. 표본의크기가너무작은경우가종종있다. 장애는그범위가엄청나게넓

으며, 건강상태의문제도그종류가다양하다. 재활대책들은매우개별화

되어있으며건강상태, 손상, 환경요소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 조사연구

에포함될수있는동질적인집단에속한사람들의수가너무적은경우도

흔하다. 이런이유들때문에통제된실험이불가능하다.(37)

5. 장애인들이재활과정에서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게하기위해서는현

재의등급시스템하에서엄격한방법이라고여겨지지않는연구계획이

나방법을사용해야할수도있다.

6. 연구를위하여통제되는실험에는앞을안보이게하거나, 위약을투여해야

하는경우가있을수있는데, 실험을위해통제집단에서비스를제공하지

않는것은비윤리적일뿐만아니라실현가능하지도않다.(26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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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올바른서비스운 에대한지침
올바른서비스의운 방법을안내하는정보는재활서비스수용능력을구축

하고, 재활시스템을강화하며, 비용효율성이높은서비스와더나은성과를만

들어내는데에필수적이다.

올바른재활서비스의운 에는연구된과학적근거들이활용된다. 그것은

하나의연구에서도출되는것이아니라하나이상의연구들에대한해석이나

여러연구들에대한체계적분석을통해서도출되는것이다.(265-267) 또한그것은

기술, 효과, 비용대비이익그리고소비자의관점에 관한이용가능한최선의

연구결과를제공한다. 재활전문가들은다음과같은방법들을통해올바른서

비스운 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다:

■대개특정건강상태문제에대한연구지식을임상의들의실제서비스운

사례에적용시킨지침들

■특정개입들에대한개별적인탐색

■지속적인직업교육

■고용주들과보건단체들로부터얻은올바른서비스운 에대한임상적지침

■임상의들을위한연구를평가해놓은특정분야의인터넷자료. 인터넷으로

일반도서목록자료와재활연구를전문적으로다루고있는자료등을포함

하여광범위한종류의자료들을이용할수있다. 이런자료들중대부분은연

구의질에대한평가와연구에대한평점그리고연구에사용된근거에대한

요약이이미포함되어있다.

근거중심의서비스운 을위해서는연구에서뽑아낸가장최신의, 적절하

고효과적인재활개입방식을적용하려는시도가필요하다.(259) 지침을개발하

고과학적근거들을운 에적용하는데있어서의장벽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

있다: 전문적인시간과기술의부족, 근거자료이용의한계(언어장벽포함),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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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이르기어려움, 기존의지침들을지역적상황에적용하는문제등이그것

이다. 이러한문제들은특히개발도상국들의상황과관련이깊다.(195,268) 예를들

어보츠와나의한연구에서는정책시행의부재와연구결과물의활용부재가

두드러졌다.(269)

과학적근거가부족한상황에서는임상의와서비스소비자들의전문지식이

합의에기반을둔실무지침을개발하는데에사용될수있다. 예를들어, ‘합의

를위한회의(Consensus Conference)’는자원이부족한환경에서의수동휠체어

공급에관한WHO의지침제작에초석을놓는역할을했다. 이지침은세계보

철및교정치료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Prosthetics and Orthotics)와미국국제

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의제휴하에제작되었다.(270)

재활서비스상의격차에대응하기위해개발된뉴질랜드의선구적인자폐

스펙트럼장애를위한지침(Autistic Spectrum Disorder Guidelines)은근거중심접

근법의좋은사례이다. 이지침은건강상태의진단과식별을다루고, 개입과서

비스에대한접근을논한다.(271) 이지침의제작에는자폐를가진사람, 자폐아동

의부모, 의료서비스제공자, 교육서비스제공자, 지역사회서비스제공자그리

고뉴질랜드와다른나라의연구자등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 으며,

마오리족사람들과태평양지역사람들의경험과시각에특별히주목하여제

작되었다. 이지침으로인해효과가있는것으로입증된프로그램들의규모가

확대되었고, 자폐의진단과사정에대한교육을받은사람의수가증가하 으

며, 자폐에대해문의하거나자폐에관한정보를받아가는사람이늘었다. 장애

인가족들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들도시작되었다.(272) 어떤하나의

환경에서사용하기위해제작된지침을다른환경에적용하기위해서는상황에

맞는수정이필요하다.

연구, 자료그리고정보
재활서비스의제공과재활서비스의성과그리고재활의경제적이득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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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좀더정 한자료가필요하다.(273) 재활개입과프로그램들의효과에관한증

거자료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매우도움이된다 :

■정책입안자들이적절한재활서비스를개발하도록안내할때

■재활서비스종사자들이적절한개입방식을채택하고자할때

■장애인들의의사결정을도울때

재활서비스가제공될경우보건서비스나건강과관련된서비스들을위한

비용지출이감소하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는장기간의종적인연구들이필요

하다. 재활서비스가가족들과지역사회에미치는 향에대한연구도필요하

다. 예를들어장애인을돌봐야했던사람들이임금을받는일자리로돌아갔을

때와지원서비스나지속적인장기진료의비용이감소하 을때, 그리고장애

인이나그가족들이고립되었다는느낌을받는경우가줄어들었을때발생하는

이득과같이재활서비스가가족과지역사회에끼치는효과에대한연구가필

요하다. 재활서비스로인한이득이재활기금조성과관련된정부의예산항목

이아니라다른분야의예산항목에서발생하는경우가흔히있기에, 광범한접

근이필요하다.(207)

재활서비스에대한연구에서의장벽을극복하기위한방법들로다음과같

은것들이있다:

■연구의유용성을높이기위해장애인들과재활서비스종사자를포함한실

수요자들을연구계획과연구과정에포함시킨다.(269,274)

■국제적으로통용되는공통의용어개발을돕고국제적비교연구를가능하

게하기위해 ICF를기본틀로사용한다.(12,17)

■연구에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가능하다면 코크런 연합(Cochrane

Collaboration)에의해수행된것과같은연구(재활과관련치료법들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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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더많이나와야한다.(208) 대체적이고엄격한연구방법들이필요하

며이런연구방법에는정성적연구와코호트연구설계와같은전향적관찰

적연구,(259) 혹은 CBR에대한연구(173)와같이연구주제에적합한수준높은

유사실험설계(265) 같은것들이있다.

■체계적으로연구결과를전파한다 : 그래서정부정책전체에걸쳐서연구결

과가반 되고임상서비스가근거를바탕으로운 되며, 장애인과그가족

들이연구의이용에 향을줄수있도록한다.(269)

■임상환경과연구환경을개선한다. 국제적인학습과연구의기회를제공하

면개발도상국의대학들과고소득, 중소득국가의대학들이교류관계를맺

을수있을것이다.(68) 동남아시아와같은특정지역의나라들도연구프로젝

트에협력할수있을것이다.(275)

결론과권고

중요한것은재활서비스를필요로하는모든사람들에게적합하고, 시기적

절하며그들이감당할수있는수준의비용이드는그리고고품질일뿐만아니

라장애인권리협약에도부합하는재활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는것이

다.

재활서비스가이미마련되어있는중소득국가와고소득국가들은재활서

비스의보장범위를확대하고재활서비스의품질, 비용부담가능성, 적절성을

제고함으로써재활서비스의효율과효과를높이는데에초점을두어야한다.

저소득국가에서는비용효율성이높은방법들을우선적으로이용하여재활

서비스를도입하고단계적으로확대해가는것에중점을두어야한다.

여러이해당사자들이맡아야할역할들은다음과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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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재활정책들과규제장치, 그리고재활서비스에대한기준을마련하

고시행하며감시해야한다. 뿐만아니라그런재활서비스를사람들이평등

한조건에서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서비스제공자는최고수준의재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다른이해당사자들(서비스이용자, 전문가단체등)은재활서비스에대한

이해를높이고정책개발에참여하며재활서비스의운 을감시해야한다.

■국제적인협력을통해모범적이고가능성있는서비스운 사례를공유할

수있으며재활서비스를도입하고확대해나가려고하는국가들에기술적

지원을제공할수있다.

정책과규제메커니즘

■기존의정책과시스템, 서비스와규제메커니즘을평가하고서비스공급개

선의여지와우선순위를확인한다.

■상황분석을바탕으로국가재활계획을개발혹은개정하여지속적으로재

원을마련할수있는선에서국민들의기능을극대화할수있도록한다.

■시행되고있는정책은장애인권리협약과부합하도록필요한부분을수정한

다.

■시행되고있는정책이없는경우, 국내사정과장애인권리협약에부합하는

정책과법률, 그리고규제메커니즘을개발한다. 재활서비스에대한최저기

준설정과모니터링에우선순위를둔다.

재원조달
재활서비스의이용률을높이고서비스대상범위를넓힐수있는자금조달

방안을개발한다. 이러한방안에는각나라의특수한환경에따라다음과같은

것들이혼합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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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대상으로하는공공기금·보조장치와같은재활서비스의필수

요소들과서비스비용을지불할능력이없는장애인들에게우선순위를둔다.

■건강보험을통해공평하게재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촉진한다.

■사회보험의보장범위를확대한다.

■재활서비스제공을위해공공분야와민간분야가협력한다.

■기존자원을재할당하고재분배한다.

■국제적협력을통해인도주의적위기와같은상황에대한지원을제공한다.

인적자원
재활인력의규모와역량을강화해야한다. 관련방안들은다음과같다 :

■재활전문인력의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는다양한종류와다양한등급의

재활인력들의교육에적용될수있는기준을마련하여, 경력개발과각등급

전체에걸쳐지속적인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국가재활계획에부합하는교육훈련능력구축을위한전략을마련한다.

■재활인력들을유지할수있는, 특히교외지역과격오지에서유지할수있는

유인책과방법들을찾는다.

■비전문보건의료인력들(의사, 간호사, 1차진료종사자)에게그들의역할과

임무와의관련성을고려하여장애와재활에대한교육을실시한다.

재활서비스전달체계
재활서비스가없거나제한적인상황에서는기존의보건의료서비스공급

시스템이나사회복지서비스공급시스템내에최소한의재활서비스를도입

한다. 관련방안들은다음과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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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보건의료서비스기반시설내에서제공되는기초재활서비스의개발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를통한재활서비스의공급강화

■지역사회사업가와보건인력을이용하여조기발견이나조기개입에우선

순위를둔다.

재활서비스가존재하는상황에서는서비스대상범위를확대하고서비스의

품질을높인다. 관련방안들은다음과같다 :

■여러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하고고객중심의접근방법을장려하는재활

서비스공급모델의개발

■지역사회에서도수준높은재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보장

■다양한등급의재활서비스간의그리고전체재활서비스분야간의협력

증진을통한효율성의제고

다음의세가지원칙은어떤상황에서도적절하다.

■의사결정과정에서비스이용자를포함시켜라.

■개입은신뢰할만한연구의과학적근거에기초해야한다.

■서비스성과를감시하고평가하라.

기술
적절하고지속적으로사용가능하며, 비용을부담할수있을뿐만아니라접

근성이높은보조장치를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라. 관련방안에는

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보조장치와관련된서비스제공

■사용자교육과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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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장려

■수입세감면

■확정수요를바탕으로규모의경제효과를높임

재활수단들의수용능력과이용가능성, 조정을더욱높이기위해서는원격

재활과같은정보통신기술의활용이고려될수있다.

연구와근거자료중심의운

■현행재활서비스에대한욕구, 유형과품질, 미충족욕구등에대한 (성별, 연

령, 관련건강상태문제에따라분류된) 자료와연구를늘린다.

■비용효율적인재활수단에관한근거중심지침의이용을늘린다.

■다른보건의료서비스로부터재활서비스의비용지출자료를분리한다.

■재활서비스의성과와경제적이득을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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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및지원
Assistance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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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위해해줄수있는것이무얼지모르겠어요. 저희엄마는제게는하

느님이나다름이없거든요. 저희가족들은저를잘보살펴주었고, 늘잘챙겨주었어요.

식사하는걸도와주기도하고, 제가원하는곳으로이동할수있도록도와주었죠. 또저

대신돈을내주기도하고요. 저를너무아끼고사랑해주었답니다…. 하느님이기적을

허락하지않는한 [제가아이를가질수있을] 것같진않아요. 저하나건사하는데도돈

이많이드는데, 제가어떻게가족을꾸리고아이를키울수있겠어요?”Irene

“제가사는동네에는지원프로그램이있고, 여러복지서비스단체들이서

로서로교류협력을하고있습니다. 복지단체분들이도와준덕분에아파트도마련하

게됐고요. 또그분들이제가먹을것이다떨어지면, 음식을살수있도록지원을해줍

니다. 사실, 지금살던아파트에서두번이나쫓겨날뻔했어요. 제가집주인하고대판

싸웠거든요. 복지단체분들이집주인을만나이런저런이야기를해주지않았더라면,

아마저는아파트에서쫓겨났을겁니다. 복지단체분들은항상저를가족처럼챙겨주고

존중해줍니다. 올바른형태의지원을통해서사람들이올바른길로나아가게되는것

같아요. 그런형태의지원이더필요하다고봅니다. 우리를보살펴달라는것이아니라,

우리는우리이야기를나눌수있는상대, 또우리스스로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줄

수있는그런지원이필요합니다.”Corey 

“삶의 혁명이죠. 제 머릿속의 혁명이랄까요. 활동보조(PA)는 곧 해방입니

다. PA가있다는건, 곧제가남들처럼아침에일어나고밤에잠자리에들수있다는걸

의미하고, 제가제몸을스스로청결히할수있다는걸의미합니다. 또PA는사회참여

의자유를의미하기도합니다. PA 덕분에저는심지어직장도다니고있습니다! 이제,

저는언제어떻게누구로부터보조를받을지선택할수도있습니다. 저스스로를돌보는

일이외에도저는이제집안일도하고정원도가꿉니다. 그러고도여가생활을할수있

는시간이남는답니다. 물론, 제가원하면활동보조인의서비스를받을수있는시간을

아껴두었다가, 나중에휴가갈때더오랜시간서비스를받을수도있습니다.”Ellen 

“16세의나이에, 저는‘이상해’지는것이두려웠습니다. 어떤 출구도찾을

수없었기에, 자살기도도했습니다. 결국저는정신병원에보내졌고, 장기간외부와단

절된채지냈습니다. 제자해나자살시도를막기위해병원에서는강제약물치료를하

고, 제몸을묶어두거나몸수색을했습니다. 그결과, 저는아무도저를좋아하지않고,

스스로쓸모없는존재라고느끼게됐습니다. 병원치료는정말아무도움도되지않았습

니다. 제우울증과자살충동은갈수록심해졌고, 저는누구와도협력하기를거부했습니

다. 저는늘정의를간절히바라며자랐고, 이런식의치료는좋은방법이아니라고생각

했습니다. 도우미와저는서로신뢰하기는커녕늘앙숙처럼충돌했습니다. 저는제가막

다른골목에있으며출구는없다고생각했습니다. 또더이상목숨따위가중요하지도

않았으며그냥죽고싶었습니다.”Jolijn 



5
보조와지원

많은장애인들에게보조와지원은사회참여의전제조건

이다. 필요한지원서비스가부족하면장애인들은가족들에게지나치

게의존할수밖에없으며, 장애인당사자는물론이고그가족들도결

국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왕성하고활발한활동을할수없게된

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장애인들에대한지원은턱없이부족한것

이현실이다. 아직도많은국가의장애인정책은지원서비스가핵심

내용을이루지않는경우가많으며, 지원서비스의내용도국가별, 지

역별로각기다르다. 

지원서비스의특정모델하나가모든상황에서일률적으로적용

될수있는것은아니며, 또모든욕구(needs)를충족시켜주는것은아

닌만큼서비스제공자와모델의다양성이요구된다. 그러나UN 장애

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에서강조하는큰틀에서의원칙에따르면, 지원서비스는격

리된환경이아닌지역사회내에서제공되어야한다.(1) 또당사자중심

의서비스가권장된다. 당사자개인이자신이받는서비스에대해결

정할수있을때, 해당개인은최대한자신의의지대로자신의삶에대

해결정할수있기때문이다. 

양질의삶을누리고사회및경제활동에타인과동등하게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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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위해서, 많은장애인들은보조와지원이필요하다.(2) 예를들어, 수화통역사

는청각장애인들이주류직업사회에서활동할수있도록돕는다. 또활동보조

인을통해서휠체어사용자들은회의에참여하고, 직장에갈수있다. 지적장애

인의경우, 권리옹호자(advocate)의도움을받아돈관리를하거나스스로결정

을내릴수있다.(2) 중복장애인(people with multiple impairments)이나노인들에게

는재가지원서비스가필요할수있다. 즉, 이러한지원서비스를통해이모든

개인들은주변화되거나가족의지원혹은사회보호에과도하게의존할필요

없이지역사회의엄연한구성원으로서일을하고, 그밖의여러가지활동에참

여할수있게된다.(3.4)

대부분의보조와지원은주로가족구성원이나사회적네트워크를통해서

제공되고있다. 국가차원에서제공하는공식서비스는미흡한경우가다수이

고, 비 리단체들의경우에는지원의폭에한계가있다. 또민간시장의경우

합리적인비용으로장애인들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경

우가드물다.(5-7) 장애인들의실질적인사회및경제활동에의완전한참여를보

장하기위한정책에있어, 장애인들의요구에부응하는공식적지원서비스에

대한국가의재정투입이필수적이다. 또한각국가는규범을마련하고이를시

행하며서비스를제공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8) 이러한공식서비스를통해

비공식적인보조가필요한경우를줄여나감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이실질적인

수입활동에매진할수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지원과보조는그자체로목적이아니며, 개인의존

엄을보장하고개인의자율과사회통합을가능하게하는수단이라는점을분

명히하고있다. 따라서장애인과그가족에대한서비스제공은동등한권리와

참여를이루는수단의전부가아니라일부라고볼수있다. 또동협약제12조는

장애인의의사결정역량회복을명시하고있다. 지원을통한의사결정이건혹

은다른방식이건개인의바람과선호를존중하는것이궁극적으로법이강제

해야하는바이다 (Box 5.1 참조). 협약의제 19조와 28조는각각 ‘자립생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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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사회통합’ 및 ‘적정한삶의수준과사회보호’에대해다루고있다. 또 21

조는수화및다양한의사소통방식을통한장애인의의사표현의자유와정보

접근에관한권리를확인하고있다. 

그러나선진국에서조차지원서비스및보조의수요와공급에대한근거자

료가희박하다. 따라서본장에서는지원서비스에대한욕구와충족되지않는

욕구의실태에대한근거를제시하고, 공식적인지원제공의장벽및이러한장

벽의극복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다. 

Box 5.1. 스웨덴사례: 지원을통한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을위한개인옴부즈맨12-14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 능력(legal

capacity) 행사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지원을요청할수있으며, 이러한지원이오용되는것을막기위해서는별도

의 안전장치(Safeguard)가 필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들이 법적 능력을

행사할때, 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각국정부가적절하고효과적인조치를

취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지원을 통한의사결정은다양한형태로이루어질수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당사자를 잘 알고, 그의 선택과 바람을 이해하며 이를 해석해 줄 수 있고, 이 선

택과 바람을 타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중 의사 결정시 도움을 줄 사람

혹은 권리옹호자를 갖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지원 네트워크, 개인

‘옴부즈피플 (ombuds people)’, 지역사회 서비스, 동료 지원, 활동 보조인 및

적절한 사전계획제도(advanced planning) 등의 도움을 받아 의사 결정을 내릴

수있다.(9)

그러나, 지원을 통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자격을 갖추는 것이 그리 간

단하지는 않다.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지원을 거부당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 없을 수도 있다. 또 당사자가

신뢰할만한사람을찾지못할수도있고, 이러한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리인에 의한 결정(susbstitute

decision-making) 혹은 후견인(guardianship)과 같은 기존 제도도 비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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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원을 통한 의사

결정은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기 보다는, 기존의 자원을 새롭게 배분하는 형태라

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는 이미 이러한 의사 결정

지원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최남단에 위치한 스코네에서는 사회심리

적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개인 옴부즈(Personal Ombud, PO) 프로그램을 제공

함으로써, 이들의법적권리와자기결정권행사를지원하고있다.(11)

스코네의개인옴부즈프로그램은사회심리적장애가있는이들과원만한의사

소통이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 즉 법학 혹은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 학위 소지자들을 고용해 운 된다. 전문가들은 특정 사무실을

두지 않고, 해당 장애인들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 구두 동의만 이루어지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 이 보장된다. 따라서 양측간 신뢰 관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며, 타 지원 제공 기관과 안 좋은 경험(abuse)이 있는

이들도이들전문가들과는쌍방신뢰속에서비스를받게된다. 

구두 동의를 통해 개인 옴부즈 관계가 일단 성립이 되면, 해당 옴부즈는 정부

복지혜택을받는일등, 장애인당사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만서비스를제공한

다. 물론,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삶에 대한 상담일 것이다. 따라서 개

인옴부즈는필요한경우, 가족 관계개선등보다장기적인문제들을해결하는데

도도움을주고있다. 

개인 옴부즈프로그램을통해많은사람들이삶전반의문제점들을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고 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

려 하다 보니, 이 프로그램의 초기 비용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여러 어려운 점들

이해결되고, 지원 요청건수가줄어들다보면, 비용은차츰감소하게된다. 

보조와지원에대한이해

본장에서는관련보고서및책자등에서 ‘비공식적돌봄(informal care)’, ‘지

원서비스(support service)’, ‘활동보조(personal assistance)’ 등으로쓰이고있는

다양한형태의지원을 ‘보조와지원’이란문구로통일해사용하되, 본문구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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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지원’은권리옹호(advocacy), 의사소통지원(communication support) 및기

타비치료적개입(non-therapeutic intervention)에이르는보다광범위한범주의

지원을포함한다. 

보다널리쓰이고있는보조및지원서비스의형태는다음과같다. 

■지역사회 서비스 및 자립 생활 - 신변처리(self-care), 집안일, 이동, 여가생

활, 지역사회참여를위한보조

■주거지원서비스 - 독립적인주거생활,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시설

■보호자휴식제도(respite services) - 장애인당사자와그를돌보는보호자에

게휴식시간을주는서비스

■학습및근로지원서비스 - 예) 장애아동을위한학교생활보조및직장내

활동보조지원

■의사소통지원 - 예) 수화통역사제공

■지역사회접근성 - 주간보호시설등포함

■정보및상담서비스 - 전문가지원, 동료지원, 권리옹호자지원, 지원을통

한의사결정등포함

■활동보조동물 - 예) 시각장애인을위한안내견

본장은주로장애인의일상생활및지역사회활동참여를위한보조및지

원에 대해 다루며, 교육과 고용 분야의 지원 서비스 및 주거 등 환경개선

(environmental adaptations)에대한내용은본보고서의다른장에서논한다. 

보조와지원은언제필요한가? 
보조와지원의필요는환경적요소, 생애주기, 기초적인건강상태및개인

별기능정도등상황에따라천차만별이다. 

지원서비스필요여부를결정짓는핵심요인으로는적절한보조기구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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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지원을제공하는가족의유무및이들의지원의지유무, 노인을포함한장애

인의사회활동을촉진할수있는편의시설수준등이있다. 예를들어만약장

애인이도움을받지않고욕실을사용할수있다면, 이들은타인의지원이필요

하지않을것이다. 또적합한휠체어가있다면, 별다른지원없이지역환경의

장애를극복할수있을것이다. 또주류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면, 특수집단대

상서비스에대한요구도감소할것이다. 

생애주기에따라필요한보조와지원의내용은달라진다. 연령대에따른공

식적인지원의형태는다음과같다. 

* 아동기 - 보호자휴식제도(respite care), 교육과정에필요한특수지원

* 성인기 - 권리옹호서비스(advocacy services), 주거지원혹은직장내활동

보조

* 노년기 - 주간보호센터 , 가사보조서비스(home-help services), 노인복지주

거(assisted living  arrangements), 요양시설, 완화의료 서비스

(palliative care)

서비스제공시문제가발생하는때는, 주로아동기에서성인기로바뀌는등

생애주기가바뀌는단계이다.(15)

욕구와충족되지않는욕구(Needs and unmet needs)

정부차원의공식지원서비스욕구에대한통계자료는많지않다. 2장에서

이미지원서비스의근거에대해다뤘듯이, 본장에서인용하는대부분의지원

서비스및보조에대한근거자료는선진국의통계자료를바탕으로하고있다.

본자료에나온공식보조및지원이저소득층의경우에도똑같이적용되지않

는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지만, 이는저소득국가의경우, 보조및지원서비스

가공식적으로지원되는경우가드물거나혹은그에대한데이터가없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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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시사한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미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60%에서

80%가일상생활을하는데필요한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16-19) 이국

가들의경우, 가족과친구로부터도움을받는등비공식지원이대부분이다. 예

를들어, 1,505명의비노년장애인을대상으로미국에서실시한조사결과는다

음과같다.

■응답자의 70%가일상생활을하는데가족과친구로부터지원을받고있으

며, 응답자중 8% 만이가정보건사(home-health aid)나활동보조인의지원을

받고있다. 

■응답자의 42%는도와주는이가없어잠자리에들거나나오지못한적이있

다고답했다. 

■방문도우미를고용한이들(home-care user) 중 16%는최근 12개월중방문

서비스비용을지불하는데경제적어려움이있었다고답했다.

■응답자의 45%는본인을보살피는일이가족들에게과도한부담이될까염려

된다고답했다. 

■응답자의 23%는요양시설이나그밖의다른형태의시설에보내질까봐두렵

다고답했다.(20)

선진국을비롯한대부분의국가(21) 및대다수의장애인들의경우, 지원의욕

구충족정도에는큰차이가있다. 

■지역사회지원및자립생활중국의경우, 활동보조가필요하고가족의지

원이미흡한장애인들을위한지역사회의지원서비스는부족하다.(6, 22) 뉴질

랜드의경우, 지체장애가있는 14,500명의아동들을대상으로한장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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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사에따르면, 10%의가구가집안일에필요한지원을받지못하고있으

며, 7%는보호자휴식제도(respite care)를위한자금지원이부족하다고답

했다.(23)

■의사소통 지원청각장애인들, 특히농어촌지역이나도서벽지에거주하는

청각장애인들은수화통역사를고용하고훈련시키는데어려움이있다(24, 25)

(Box 5.2 참조). 청각장애인들의인권실태에대한조사결과, 93개국중 62개

국에서수화통역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43개국이일종의

수화통역사훈련과정을제공하고있다. 자격을갖춘수화통역사가 20명이

하인국가는이라크,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수단, 태국, 탄자니아등 30개국

으로집계됐다.(27)

■보호자 휴식 제도(respite services) 국의경우, 성인지적장애인의활

동보조를하는가족을대상으로실시한대규모연구결과, 33%가보호자휴

식제도에대한욕구수준이높으나, 이러한욕구가충족되지않고있는것으

로나타났으며, 응답자의 30%는방문서비스의욕구가높으나이욕구가충

족되지않고있다고답했다.(28) 2001년미국에서실시한특별건강관리대상

아동에대한횡단면조사에따르면, 총 38,831명의응답자들중 3,178명(8.8%)

이최근 12개월동안보호자휴식서비스가필요했다고답했으며, 특히어린

아동들, 모친이저학력인경우, 저소득가구및소수인종에서보호자휴식

서비스의욕구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29)

수요과공급에 향을미치는사회적, 인구학적요인
인구증가는지원공급에 향을미친다. 노인인구증가및노인장애인비

율상승은지원서비스의수요와공급에 향을주며, 가족구조의변화도가족

구성원의지원서비스제공의가용성과자발성에 향을준다. 

■지원서비스의이용자및그가족구성원들의연령층이높아지면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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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수요도크게증가한다. 전세계 60세이상의인구는 1950년 2억 500만

명에서 2000년 6억 600만명으로대략세배증가했으며, 2050까지다시세배

정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30) 인구노령화가진행되면서건강상태가악

화되어, 건강관련서비스지원이필요한인구및이들을부양하는가족의수

도증가하게될것이다. 

■15세미만어린이의비율이 50%를차지하는케냐등많은국가에서여전히

젊은층의인구비율이높긴하나, 전반적으로 1가구당아동의수는감소해

왔다.(32) 1980에서 2001년사이선진국의출산율은 1.5에서 1.2로, 개도국은 3.6

에서 2.6으로감소했다. 대부분의국가에서유아와아동의사망률이꾸준히

하락하고있긴하나, 출산감소폭이더크기때문에, 차츰가족구성원의수

가줄어들어소가족형태가대세가될것으로전망되며,(33) 이는곧가족이제

공할수있는지원의폭이작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대부분의국가에서, 유동인구가증가해왔다. 젊은세대들의이농현상및

해외이주, 가치관의변화등으로인해, 가족과함께거주하는경향도감소하

고있다.(33)

Box 5.2.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진전의조짐26

1990년대, 노르웨이장애인협회(The Norwegian Association of the

Disabled)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우간다 정부는 우간다 동부에

위치한 토로로 지역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했다. 프로그램 시행 초창기에 청각 장애인들은 재활

서비스에서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각 장애인들의 전국 단

위 상위 조직인 전국청각장애인총연합회(Uganda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UNAD)를 통해입장을밝혔다. 즉, CBR 프로그램의직원들이수화를사용

하지 못해서 의사 소통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정보 및 지원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어, 청각 장애인들이 해당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C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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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매니저와여타공동개발단체들에게알렸다. 

우간다 수화(Uganda Sign Language, USL)는 1970년대 청각 장애인 총 연

합이비공식적으로개발한것으로, 이후 1995년 우간다 정부가이를공식승인했

다. 총 연합회는 2003년 토로로의 CBR 프로그램 직원들에게 수화를 가르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주 목표는 청각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사

회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12명의 청각 장애인 자원 봉사자들이 CBR 프로그램 직원, 청각

장애인및그가족들을대상으로수화교육을진행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총 45

명 이상의 CBR 프로그램 직원들이 수화를 배웠다. 이들 중 10%는 유창하게 수

화를구사할수있고, 나머지는아직초보단계이긴하나이러한교육훈련덕분에

이제 직원들은 수화로 인사도 하고, 교육과 고용, 보건의료 등 주요 정보를 청각

장애인들에게도제공할수있게됐다. 

이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을 거두긴 했으나 주요 문제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

다. 예를 들어, 대상 그룹의 높은 기대치, 해당 프로젝트를 타 지역으로 파급, 확

대하기에는부족한자금, 여전히계속되는부정적인시각과청각장애인및그가

족들의 높은 문맹률 및 빈곤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청각 장애인들의

문제를 여러 프로그램과 예산 편성의 고려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장애 감수성

및인식제고캠페인, 활발한 모금활동및정부와의협력등을통해이러한문제

점들을해소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졌다. 

청각 장애인수혜자인오콘고조셉(Okongo Joseph)의 이야기는이러한노력

을 통해, CBR 프로그램이 청각 장애인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

로써,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잘 보여준다. 오콘고는 벽지에 살고 있으

며, 선천성청각장애인이다. 학교에다닌적은없으나, 이제 그의집을방문해수

화를 가르쳐 주는 총 연합회 자원 봉사자들 덕분에 수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오콘고는이렇게쓰고있다.

“청각 장애인인 저와 나아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큰 발전을 거둘 수 있게 도와

준 총 연합회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 된 이후, 정말

많은 걸 얻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 CBR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나의 새 친구들

에게 수화를 가르쳐주는 수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총 연합회에게 정말로 감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원시인이 아닙니다. 보내주신 염소는 잘 지내

고있습니다. 여러분께부탁하고싶은것이더있습니다. 꼭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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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개호와노인장애인들을지원하는기존프로그램을통해, 이러한

인구변화에대응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34) 그러나, 호주의사례를볼때, 향후

개호인이부족할거라는두려움은기우일수도있을것이다.(35)

공식지원서비스욕구가충족되지않아, 개호인(介護人/

돌봄제공자, caregiver) 에게야기된결과
(가족등에의한) 비공식적개호서비스(informal care) 제공은효율적이고비

용절감에도효과적일수있다. 그러나, 비공식지원에만전적으로의존한다면,

개호인들이감내해야하는부담도만만치않다. 

■스트레스- 개호(介護, care)의부담감은대개가족들에게는스트레스가된

다. 특히가사노동을병행하는여성의경우, 장애가있는가족구성원을돌

보려면별도로많은시간을할애해야한다.(36) 노년기에접어들면서, 남성들

이자신의아내를돌보는경우도있다.(37) 개호인개인건강에 향을미칠수

밖에없는스트레스기여요인들에는장애인을돌보는데들어가는시간, 집

안일증가, 수면장애및개호노동으로인한정서적 향(38) 등이있다. 개호인

들은또한소외감과외로움을느낀다는보고도있다.(39)

■고용기회감소-장애가있는가족구성원을돌보려면그만큼의기회비용

이들어간다. 즉, 장애인을돌보아야하기때문에경제활동의기회를놓칠

수있으며, 처음부터유급노동시간을줄이거나경제활동을포기하는경우

도있다.(40) 국에서실시된일반가구조사(General Household Survey)에따

르면, 비공식적인 개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고용 확률이 남성은

13%, 여성은 27% 정도감소한다고한다.(41) 미국의경우, 발달장애가있는장

애아동의가족들은타가족대비근무시간이적으며, 퇴사확률도더높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심각한경제난을겪게되며, 새로운직장에고용될확

률도낮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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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짊어져야 하는 과도한 부담-집안의어른이장애를갖게되면, 어

린아이들이이들을보조하는경우가많다.(44) 남아는경제활동을할수없는

부모대신일을하도록요구받고, 여아는가사일을맡아장애가있는부모를

도와야한다. 어린아이들이가족을위해해야할일들이많아지면, 이는이

들의교육및건강에 향을미칠수있다.(45) 보스니아와헤르체고비나의경

우, 장애가있거나건강이좋지않은부모가있는 11세에서 15세아동의경

우, 동년배의다른아동들에비해학교를중퇴하는경향이 14% 정도높다.(46)

그밖에도, 다른여러나라에서유사한예를찾아볼수있다. 예를들어, 아프

리카에서는부모중한편이에이즈에걸려서학교를중퇴할수밖에없는경

우가있다. 우간다에서는부모가모두에이즈로사망한 15세~19세연령대의

아동중 29%만이별문제없이학교교육을받고있으며, 해당아동중 25%는

출석시간이감소했고, 45%는자퇴를했다.(47)

■가족 구성원의 노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어려움-개호를담당해온부모

나가족구성원중누군가가나이가들면서체력이약해지거나사망하게되

면, 남은가족들이개호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는일이어려워진다. 지

적장애, 뇌성마비및기타중복장애를가진아동의수명이증가하고있는데,

이는곧부모가언젠가는해당자녀를돌볼수없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장애를가진자녀가어린경우부모들이공식적인지원요청을하지

않는경향이있어미충족욕구의존재가은폐되기쉽고, 결국이러한아동들

이성인이되었을때는오히려지원을받기가힘들어진다. 사실, 이러한가족

들의욕구는호주(49)나미국(50)과같은고소득국가를포함한대부분의나라에

서제대로충족되지않고있다. 

비공식개호인의지원욕구에대한정책대응은때로자립생활및참여지원

이라는장애인들의요구와상충될수도있다.(51) 비공식개호인들의욕구및권

리는장애인의욕구및권리와분리되어사고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도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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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의욕구간균형을통해각개인의독립성, 존엄성, 양질의삶이존중받고

보장받도록해야한다. 이런어려운점에도불구하고, 개호활동에는분명시행

이요구되는할긍정적인측면이많이있다.(52) 따라서, 공식지원서비스는필요

한지원및보조를제공해줄가족이없는장애인에게우선제공되어야한다.  

보조와지원제공
보조와지원서비스는각기다른공급자에의해, 다양한자금조달방식을통

해, 각기다른지역과장소에서제공되기때문에, 상당히복잡한성격을띤다.

우선, 서비스공급은가족이나동료의비공식개호와정부, 비 리기관이나

리기관에서제공하는공식서비스로나뉠수있다. 공식지원서비스의비용은

주로일반과세를통해확보한정부예산으로충당되거나, 사회보험에가입된

경우에는보험료로충당되기도하며, 그밖에자원봉사단체나자선단체의기

부금으로마련되는경우가있다. 또는자비로민간서비스제공자에게비용을

지불하는경우도있고, 이모든방식들을전부동원하는경우도있다. 보조및

지원서비스는가족들과함께생활하면서제공받거나, 독거혹은그룹홈이나

시설에서생활하면서제공받기도한다. 

장애인을위한체계적인공식지원서비스와프로그램은고소득국가에서는

일반적인반면, 소득수준이중위혹은저소득인국가들의경우상당히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지원서비스가상당히잘갖춰진국가들에서조차, 가족이나

친구들부터의비공식적개호와지원은불가피하기도하고비용효율적이라는

점에서지배적이기도하다. 모든국가에서가족지원은필수적이다.(53) 모든고

소득국가에서, 노년층에대한필요한지원서비스의약 80%를가족들이제공

하고있다.(52) 미국의경우, 2006년기준장애인의 75% 이상이무급비공식개호

인들로부터도움을받고있다.(54) 발달장애가있는성인중 75%이상이가족의

도움을받으며생활하고있고, 이러한가족개호인의 25%는 60세이상이었으

며, 41세에서 59세연령대의개호인은약 35%를차지했다. 또 2006년도에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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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장애인의 11%미만이 감독이 이루어지는 수용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었

다.(55)

비공식개호서비스의대부분을여성이제공하는데, 그경제적가치에대한

자료는제한적이다. 2005년과 2006년, 호주의무급개호노동의경제적가치추

정치는호주달러로 414억달러에달했는데, 이는대략 726억달러(56)에달하는

‘복지서비스비용’ 총액의가장큰부분을차지한다. 캐나다의한연구에의하

면, 개인지출의경우지원서비스에대한시간당급여지급이비용의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개인지출이총재가지원서비스비용의 85%를차지한다고

한다. 또한이러한비용은활동제한의정도가심할수록증가하는것으로나타

났다.(57)

정부제공서비스는전통적으로시설보호에중저을두고있지만, 지역사회

에살고있는장애인들을위한재가서비스나주간보호시설제공과같은주간서

비스(day services)도 제공해 왔다. 최근 들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정부특히지방자치정부의역할은직 서비스제공자의역할에서

서비스의뢰, 기금조성그리고사정, 기준제정, 계약체결, 감독및평가등의규

제기능으로바뀌고있다.

비정부기구들, 예를들어민간비 리단체, 자원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주로정부가제공하는서비스 역을넘어서는부분, 즉장애인개인의구

체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노력해왔다. 이들의장점은, 혁신, 전문화, 대응

력등에있어서잠재력을가지고있다는점에있다. NGO들은대개는지역사회

에서기반하고, 서비스이용자가주도하는프로그램을제공하여장애인들의지

역사회참여를촉진시키고있다.(58, 59) 예를들어, 남아프리카에소재한장애아동

액션그룹(Disabled Children’s Action Group)은장애가있는자녀를가진부모

들이 1993년설립한단체로흑인이나유색인종이구성원의주를이룬다. 최소

한의예산으로운 되는이그룹은상호지원그룹으로써, 교육분야를중심으

로통합적이고평등한기회를증진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약 31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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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센터가 설립된 상태이며 이 센터들은 주로 빈민가에 위치하고 있다. 총

15,000명의부모회원과 10,000명의아동들이가입해있고, 젊은층들이센터활

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액션그룹은국제 NGO기구들이나국내자선

단체들로부터자금지원을받아왔다.(60)

비정부 기구는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61) 또, 새로운형태의서비스제공을시험해보고, 그결과를평가하는역할도

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NGO는규모가작고서비스제공지역도제한적이

다. 따라서좋은선례들이보급되고보다광범위하게활용되지는못하고있다.

특히, 취약한재정기반및정부와는다른우선순위등도NGO 활동확장에제

약이되는것으로보인다. 

주거서비스나지역사회기반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 리업체들은어느

사회에서나볼수있다. 이들은정부위탁이나서비스이용자로부터직접서비

스비용을받아운 되며, 대개는노인대상서비스나방문서비스등특정서비

스시장의분야에집중되고있다. 장애인당사자혹은그가족들중이러한서비

스를이용할경제적여력이있는경우, 그들은지원해줄사람을고용하여일상

생활의활동보조를받게된다. 

실제로장애인들은상이한서비스제공자로부터다양한서비스를제공받는

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연방과 주정부/특별행정구역간의 장애협정(The

Commonwealth-State/Territory Disability Agreement)을통해, 자금지원, 모니터

링및지원서비스관련국가계획을수립하고 20만여명의장애인들에게해당

서비스를제공해왔다. 지역사회활동및보호자휴식서비스의경우, 비정부기

구프로그램이용자가높은비율을차지하며, 장애인을위한고용지원서비스

역시비정부기구가전담하고있다. 한편, 지역사회기반지원서비스는주로정

부기관에서제공하고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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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와지원을가로막는장벽

부족한재원
개발도상국의사회안전망지원예산은국가별로차이가있긴하나, 일반적

으로해당국가 GDP의 1~2%수준이며, 선진국의경우는그 2배에달한다.(62) 소

득수준이중상위이상인국가에서는대개현금지원프로그램과다양한사회복

지서비스를함께제공한다. 반면, 대다수의개도국에서는빈민과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현금지원프로그램이사회안전망예산의많은부분을차지하며,

장애인이나그가족에게제공되는사회복지서비스를위해할당되는예산은경

미한수준에머물러있다. 저소득국가의경우, 사회복지서비스가거의유일한

사회안전망임에도불구하고, 책정된예산규모가작고관련프로그램도단편

적인경우가많아실질적으로서비스지원을받는사람들은극소수에불과하

다. 

지원서비스를위한재원조달과국내적배분이효과적이지못한것도지속

가능한서비스제공의주요한걸림돌이다. 예를들어인도는 2005년과 2006년,

사회정의복지부전체예산의 0.05%에불과한장애인복지예산조차도국 장

애인시설및서비스와보조기기를제공하는비정부기구를중심으로집행됐

다.(5)

사회보호프로그램이취약한국가의경우, 보조와지원을위한기금조성이

문제가된다. 고소득국가에서조차노인장기요양프로그램을위한재원마련이

어려운상황이다.(21, 63) 호주에서실시한조사결과에따르면, 중증장애인을돌보

는사람들의 61%가이렇다할자금지원을받지못하는실정(64)이며, 소득수준

이중하위이하인다수의국가에서는정부가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

상태이다. 또민간서비스업체도존재하지않거나, 존재하더라도그비용을감

당할수있는가구가거의없다.(65)

정부는자원봉사단체로하여금장애인과그가족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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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혁신적인서비스를개발을할수있도록지원하지못하는경우가적지않다.

중국베이징에서는정부의기존복지시설이외에, 주거지원비정부기구가장

애아동및청소년을위해소수설립되었다. 이단체중네곳은주로기술훈련

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나타났다.(6) 이러한단체들에대한중앙정부의자금

지원은전무하며, 다만지방정부차원에서, 가장취약한계층의아동및고아들

소수에대한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66) 따라서이런서비스비용은주로가족

의몫이거나국내외에서모금된기부금으로조달이된다. 그결과, 해당서비스

를이용할수있는사람들은많지않으며, 서비스의질과인력확충도원활하기

가어렵다.(67) 한편, 인도에서는NGO 및자립생활단체가서비스혁신및역량강

화지원서비스개발(creating empowering services)에성공을거두는사례가많

다. 그러나이러한프로그램이외부로확장되고보급되는경우는거의없다.(5)

부족한인력
활동지원인력(personal support workers, direct care workers, home aids)은

지역사회중심서비스시스템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그러나, 많은국가에서

이러한인력이부족한실정이다.(68-70) 인구고령화가진행되는사회에서는활동

지원인력의수요가증가할수밖에없다. 일례로, 미국에서는이부분의수요가

공급을훨씬초과했다. 물론, 관련서비스인력의수는증가추세이며, 전체적인

가정보건사(home health aids)의수는 2004년과 2014년사이 56% 정도증가할

것으로보인다. 또동기간활동지원및재가서비스제공자의수는 41% 증가할

전망이다.(71) 국에서실시한조사결과에따르면, 현재까지고객에게직접급

료를받는형태로일하는서비스인력이이미 76,000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

다.(72)

다수의활동지원인력의급여수준은낮은실정이며, 이들은적절한훈련을

받지않은경우가많다.(70,73) 미국의한조사에서는사회복지서비스인력의 80%

가정식자격을취득하거나관련훈련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74) 또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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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비스인력들은전문직업인으로해당업무에종사하기보다는임시로잠

깐일을하는경우가많다. 그밖에도, 국에서실시한한조사는활동보조인

(personal assistants)의 42%만이사회복지관련자격을취득했다고보고하고있

다.(72) 이러한상황과서비스종사자의높은이직률이맞물려결국서비스의질

은기준에미치지못하고, 서비스이용자와제공자간안정적인유대감형성도

어려워질수있다. 

다수의지원서비스업무종사자들이경제적인이유로이민을온경제이민

자로서비스숙련도가낮고경력관리를위하여일하고있는(career ladder) 상태

이다. 이들은특히불안정한이민자신분때문에쉽게노동착취의대상이된다.

부국의지원서비스종사자에대한높은수요로인해인근빈국의이민자, 특히

여성이민자가부국으로유입됐다. 예를들어, 볼리비아에서아르헨티나로, 필

리핀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 로벌 케어사슬(global care

chain)(75)’이라불리는이러한이민의도미노효과로이민자들의고국에서는이민

자의친척들이개호인역할을해야하는상황이발생한다. 

부적절한정책과시설관련계획
18~19세기이후, 장애인을시설에수용하는것이공식서비스의주된부분을

차지했다. 선진국의경우, 1960년대까지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체및감각

장애인들은대개격리된주거환경, 즉시설등에서생활했다.(76-78) 개도국에서도

국제 NGO들의주도로선진국과유사한형태의시설들이설립됐으나, 고소득

국가와비교해볼때, 그수는상당히제한적이었다.(79-81)

한때는수용시설, 집단거주지나생활시설이장애인의욕구를충족시키는인

도적인방식으로간주되기도했으나, 이러한서비스제공방식은크게비판을

받아왔다.(82, 83) 자기결정권(autonomy)의제한, 주류사회로부터의격리, 심지어

인권유린사례등도광범위하게보고되었다(Box 5.3 참조). 전세계장애인들은

시설이아닌지역사회중심서비스를통해보다광범위한자유및참여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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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보장할것을요구해왔다. 또장애인들은스스로삶에대한결정권을갖고지

역사회의일원으로살아가는데필요한지원적인관계(supportive relationship)

형성을주장했다.(85) UN장애인권리협약은장애인의지역사회생활및장애인의

사회적통합을가능하게하는정책과시설환경의조성을장려하고있다. 

부적절하고대응력이취약한서비스
일부국가에서는보호시설이나기타장애인시설에거주하는장애인만이

지원서비스를받으며, 자립생활을하는이들에게는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

다. 그러나장애인의자립적인생활과사회관계를촉진하는데있어, 시설중심

서비스의성공에는한계가있다.(86) 지역사회서비스가존재하는경우에도, 재가

지원서비스를받음에있어선택과통제의폭은좁다. 또서비스를제공하는비

장애인전문인력들과장애인과의관계는대개불평등하거나위압적(87)이어서

장애인들은본인의의지와상관없이의존을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기도한

다.(88)

최근발표된몇몇보고서에따르면, 지역사회생활을하는장애인들의삶의

질이시설생활을하는장애인들보다크게향상되었으나, 여전히비장애인과

동등한수준의삶의질을누리는데는크게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2) 지적장

애인이나정신장애인을대상으로지역사회서비스가제공하는주된프로그램

은이장애인들이주간보호센터에참여하도록하는것이다. 그러나여러조사

결과, 이러한서비스가도움이되었다는명확한근거는없는상황이며, 지역사

회서비스는장애인에게고용의길을열어주지도못하며, 만족도높은프로그

램을제공하지못하고있고,(85) 유용한성인대상활동프로그램을제공하지못

하는경우가많다.(90)

보 조 및 지 원 ｜ 299



Box 5.3.  파라과이의정신보건의료체계개혁및인권84

2003년 국제장애인권리단체(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DRI)는 파라과

이의 국 정신심리치료 병원이 감금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생명 위협적인

학대 사실을 문서화로 발표했다. 이러한 학대 중 하나는 각각 17세, 18세로 자폐

증진단을 받은 두 명의 소년을 비좁은 공간에 감금한 사례 는데, 이 소년들은 4

년동안벌겨벗겨진채로그곳에감금되어있었으며, 화장실사용조차허락되지

않았다. 이 병원에 수용된 나머지 458명의 사람들 또한 끔찍한 환경에서 생활했

으며, 그 생활환경은다음과같다. 

■ 병동과 공동 시설 주변의 노출된 하수시설, 썩어가는 쓰레기, 깨진 유리잔,

여기저기서발견되는대변과소변배설물

■부적격직원고용

■적절한의료적관심부족및의료기록미비

■음식과약품부족

■아동을성인과함께한곳에수용

■적절한정신심리서비스및재활서비스미비

국제장애인권리단체는 정의와 국제법 센터(The Center for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CEJIL)와 함께 미주 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에 청원서를 제출해, 해당 시설에 감금된 이들을 위해 긴급 개입에 나설 것을 촉

구했다. 이에 대해미주인권위원회는파라과이정부측에모든필요한조치를동

원해수용된이들의생명과건강, 안전을보호할것을요구했다.

탈시설화 협약

2005년 DRI와 CEJIL은 파라과이 정부와 역사적인 정신보건 정책 개혁 협약

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서는 남미 최초로 정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서

로, 정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지원을 받

을수있도록한다는내용이명시되어있다. 파라과이정부는또한비위생적인환

경 상태를 개선하고 아동과 성인을 분리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또, 지역

사회 내에 8명의 병원 장기 거주자를 위한 공동주택이 마련되었다. 벌겨 벗겨진

채로 감금된 소년 중 한 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인권 유린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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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적절한치료미비상황은대부분그대로남아있었다. 

이에 2008년 7월, 미주 인권위원회는최근 6개월동안해당병원내에서발생

한 일련의 사망과 수많은 성적 학대 사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부상 및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청원을 받아들이고, 파라과이 정부가 해당 병원

에 수용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사망 사건 및 학대

혐의에대한조사를실시할것을요구했다. 

인권 보장을 위한 개혁

그 결과, 범미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AHO)의 회원

국으로서는 처음으로, 파라과이 정부는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을 지역의 인권 조

약 및 지역 인권 기구의 권고사항을 준수해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협약은

PAHO와 WHO가 기술적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파라과이 정부와 맺은 인권 및

정신보건관련협약이다. 

2008년 긴급 조치 채택 및 UN장애인권리협약및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파라

과이정부는정신보건정책개혁을위해적극적인조치를실시해왔다. 해당 병원

의 입원 환자들은 2003년 이후 반으로 감소했으며, 정부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

스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총 28명의 장기 입원 환자들이 지역사회

기반 공동주택(group home)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소수의‘만성 환자(Chronic

Patients)’들은 자립 생활을 하며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 향후 2년 동안

그룹홈 9채가추가로마련될예정이다. 

미흡한서비스조율체계
지역차원이나국가차원, 건강, 교육, 주거차원혹은정부, 자원봉사단체, 민

간업체차원등서비스제공기관및단체는상당히다양한데, 이런상황에서

서비스제공조율체계가적절하지못한경우가많다. 지금까지서비스와지원

프로그램은주로특정장소에서공공또는민간서비스단체나업체들이제공

해왔다. 인도의경우, 여러 NGO와기구에서각기다른장애인공동체를대상

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이들간조율체계가미흡해그효과가반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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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5) 또중복된평가및상이한수급자격기준도장애인과그가족들, 특

히청소년기에서성인기로넘어가는연령대의장애인들이살아가는데있어어

려움을겪게하는경우가많다.(91) 다양한보건및사회적지원기구간의사소통

이원활하지못한점과장애에대한지식이부족한점도효과적인지원및개호

서비스간조율(15)을위한상호의뢰(referral)에장애요인이될수있다.(15)

인식, 태도, 학대
장애인과그가족들은이용가능한서비스에대한정보가부족하고, 자기결

정권리를빼앗기기도하며(disempowered), 자신들의욕구를표현하지못하거

나표현하기를꺼려하는경우가다반사다. 뇌졸중환자(stroke survivors)를보살

피는개호인을대상으로한중국의한조사에따르면, 뇌졸중회복과예방에대

한정보및움직이고손을사용하기(handling) 위한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

났다.(92) 또파키스탄에서실시한지적장애아동을돌보는가족에대한연구에

서는지적장애인이라는사회적낙인과효과적인개입에대한지식이부족해

가족들이고충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93) 또치매환자를돌보는가족에

대한벨기에조사는서비스에대한인식부족이서비스사용의주요걸림돌임

을밝혔다.(94)

장애인권익단체, 지역사회중심재활단체, 자기권리옹호그룹, 그밖에여

러네트워크를통한역량강화는장애인개개인이자신의욕구를인식하게하

고, 서비스개선을위해로비를할수있게한다.(95) 지원서비스를발전시켜온

대부분의국가를살펴보면, 장애인당사자및그가족들로구성된강력한장애

인단체들이서비스전달체계관련정책개혁및예산배정의증대혹은최소한

그유지를호소하고이를위해정부를대상으로로비를해왔음을알수있다.

예를들어, 국에서는한장애인당사자조직의지원이많은장애인이서비스

비용직접지불프로그램에등록하도록하는데큰 향을미치고있다.(96)

1장에서이미언급했듯이, 장애에대한사회의부정적인태도는장애인의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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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문제를야기할뿐만아니라양질의보조와지원을제공하는데도 향을

미치게된다. 예를들어, 장애아동의가족들은장애아동의존재를감추려들거

나늘상어린애취급을하는경향이있으며, 개호인들역시장애인을학대하거

나함부로대할수있다.

부정적인태도와차별은또한비장애인들에게는당연시되는일들, 친구를

사귀거나성적권리를표현하는일, 가족을꾸리는일등에있어서장애인의가

능성을깎아내리고있다.(97)

지원서비스가필요한이들은대개이런지원이필요하지않은이들보다는

여러위험에취약하기마련이다. 정신장애인이나지적장애인은본인의의사

와무관하게장기간시설에수용되며, 이의를제기할권리마저부정당하는데,

이는명백히 UN 장애인권리협약에위배되는일이다.(98,99) 여기서취약하다함은

시설이나지역사회어디서건고립, 권태, 무료함과같은위험에서부터신체적,

성적 학대의 위험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다수의 개호인들에게 의존하며,

의사소통의장벽등여러가지이유때문에, 장애인들이학대의대상이될위험

이높다는사실은이미입증된바있다.(100) 따라서공식지원및비공식지원서

비스를제공할때, 장애인을보호할수있는안전장치가특히중요하다.(101)

보조와지원에대한장벽철폐

탈시설화성공사례
1993년채택된장애인의기회의균등에관한표준규칙(UN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은장애인의평등

한권리와기회를고취하는(102) 표준규칙으로, 장애인지원이시설중심생활에

서자립생활및지역사회생활로초점을옮기게되는촉매가되었다. 해당규칙

이발표된이후, 대다수의고소득국가및체제전환국에서대규모수용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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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으로부터지역사회내의소규모시설형태로획기적인전환이이루어졌

으며, 이와더불어자립생활운동도더욱활발해졌다.(103-105) 노르웨이나스웨덴

과같은국가에서는기존의모든장애인수용시설을폐지했으며, 호주, 벨기에,

독일그리스, 네덜란드, 스페인을비롯한여러국가에서, 시설기반서비스와대

안적인지역사회생활지원서비스가함께제공됐다.(106)

가장두드러진변화가일어난곳은동유럽이다. 이지역국가들은시설에대

한지나친의존(107)에서탈피해, 주간보호(day care), 가정위탁보호(foster care), 방

문지원등대안적지원서비스를점진적으로발전시켜나갔다.(108) 루마니아의

경우, 2001년과 2007년사이아동수용시설의 70%가문을닫은한편, 성인대상

시설은탈시설화진전속도가상대적으로더뎠다.(109) 탈시설화와더불어, 중앙

정부에서지방정부로서비스제공의분권화가진행됐으며, 사회서비스및서

비스제공주체도확대되고보다다양해졌다. 

수용시설을폐지하고해당거주인들을지역사회에서생활할수있도록지

원하는계획은조속히시행되어야한다. 지원서비스의균형을조정하기전에,

새로운지원인프라에필요한적절한재원이마련되어야한다.(11) 특히각개인

들이지역사회에서새로운생활을할준비를해야하고, 주거형태및서비스의

결정과정에참여해야한는점에서, 탈시설화는시간이걸리는과정이다. 따라

서몇년이걸릴수도있는탈시설화로의전환기에는, 시설및지역사회시스템

을모두뒷받침할수있는이른바 ‘이중자금지원(double funding)’이필요하다.

다양한국가의탈시설화사례를살펴보면, 탈시설화는광범위한제도적보

조및지원서비스가필요하다는점을알수있다. 그예는다음과같다. 

■보건의료서비스

■위기대응시스템

■주거지원

■소득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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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생활자들의사회네트워크지원

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구들간긴 한공조가없다면, 각개인들이인

생의중요한시기에적절한지원을받지못할위험이있다.(110) 정신장애인의경

우, 주거공간이없어질수있는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해지원과서비스를조

율할필요가있다.(111) 덴마크와스웨덴을비롯한일부국가에서는보건의료분

야, 사회서비스제공자, 주거분야간높은수준의조율이이뤄진덕분에장애

인들은자신들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생활공간에서살아갈수있게되었

다. 

탈시설화결과

몇몇연구조사결과를보면, 시설에서나와지역사회에서살아가는사람들

이삶의질과개인적신체기능면에서개선효과를본것으로나타났다.(106, 112) 수

용시설을떠난후 12년이된지적장애인을대상으로 국에서실시한조사에

따르면, 삶과서비스의질이병원보다지역사회내에서생활할때더개선되었

다는점이밝혀졌다.(113) 소규모주거시설은, 지적장애인에게보다많은친구를

사귀게해주었고, 주류시설에대한접근성이향상되었으며, 기술을습득할기

회를더많이갖게해주었을뿐만아니라, 개인의만족도도더높았다고한다.(85)

중국의한연구결과는소규모주거에서생활한지적장애인이중형규모의공

동생활가정이나시설에서생활한장애인보다더적은비용으로더만족스러운

생활을경험했음을보여준다.(114)

일부국가의경우, 시설을대안시설로전환하는탈시설화프로그램이진행

되고있으며, 그예는다음과같다.

■직업훈련및자원센터

■중등및고등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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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애가있는장애인이일부지원에의존하면서준자립생활을할수있

는소규모주거

■장애인들이짧은휴식을취하고훈련을받을수있는휴게시설

■정신장애인이동료지원을받고휴식을취할수있는클럽혹은유사한형

태의센터

■장애인뿐만아니라학대와착취에취약한모든이들에게제공되는비상보

호시설

비용비교

시설수용과지역사회서비스의상대적비용및효과에대한여러자료들을

검토해본결과, 잘계획되고필요한자원이적절히배분된다면지역사회기반

서비스가시설수용에비해더좋은개선효과를보인반면, 비용수준이더낮

지는않을수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의경우, 지적장애인의공공시설수용비용이지역사회기반서비스보다

훨씬높다.(115) 그러나 28개유럽국가의경우, 지역사회기반서비스에소요되는

비용이시설수용비용보다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110) 하지만동연구에따

르면, 일반적으로시설에수용되지않은장애인들의삶의질이시설수용장애

인보다더나은것으로밝혀졌으며, 특히시설생활을하다가지역사회생활을

하게된장애인들사이에서이런경향이두드러졌다. 또계획이잘되고적절한

자원이배분된다면, 지역사회기반서비스가시설기반서비스보다훨씬더비

용 효율적이었다. 세르비안 자립생활센터(Serbian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가실시한활동보조(personal assistance) 서비스평가에따르면, 지역사회

서비스계획이시설수용서비스보다비용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116)

비용과서비스질의관계에대해유럽에서검토한내용에따르면, 저비용시

설수용시스템은저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경향이있다고한다. 결론적으로,

자립생활을지원하는지역사회서비스시스템은효과적으로구성, 관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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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서비스양쪽모두가이런지원방식의전환에잘준비되기만한다면, 전

체적으로시설수용보다더나은성과를거둘수있다.(110)

국에서실시한조사는, 서비스이용자가직접관리하는활동보조프로그

램이정부제공방식의재가서비스보다비용이저렴하다는것을밝혔는데, 그

덕분에 (서비스이용자가직접비용을지불하는) 직접지불시스템이채택되었

다. 그러나최근자료를고려해보면, 보다신중한접근법이필요하다는것을알

수있다.(117) 비공식개호서비스를대체하게될유급활동보조서비스가여타다

른대안에비해정부지출을증가시키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는추가적인연

구조사가필요하다.(118-121) 이용자가직접관리하는서비스이용형태는개개인의

자립성을증진시키고삶의질을개선할가능성이있지만, 비용을크게절감시

킬것같지는않다. 

효과적인지원서비스위탁체계
정부는서비스가필요한모든사람에게다양한지원을제공할것인지, 유료

서비스를감당할경제적능력이없는사람들만을제한적으로지원할것인지결

정할수있다. 그러나결국두가지경우모두기금조성풀을통한재정마련은

필요하다. 

지원시스템의재원마련을위해서다양한수입원을통해사전적으로자금을

조성하는방식을채택할수있다. 가장흔한방식으로는국세나지방세수입, 고

용주가납입하는사회보험및민간보험등을통해사전적으로자금을조달하는

방식이있다. 이때, 각각의수입원별로서비스이용자나그가족에게매칭방식

으로일부비용분담을요구(‘이용자비용부담’ 혹은일부서비스에대한이용자

와정부의 ‘공동부담’)하기도한다. 단, 서비스이용료를모두자부담으로처리

하는시스템은가장불공평한정책이다.(122)

많은 선진국에서는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 왔

다.(21) 지원서비스를위한공적기금조성이가능한여타국가들은가계소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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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실시하기도하는데, 예를들어 국의경우에는이조사를실시해지원서

비스비용의 50%를이용자부담등민간수입원을통해조달한다.(123) 지원시스

템이발전된나라의경우, 지원서비스에대한정부지출을통제하기위해다음

과같은전략들을사용하곤한다.

* 이용자부담

* 수급자격제한

* 서비스이용제한을위한사례관리

* 예산제한프로그램(63)

사회복지예산의많은부분을수용보호시설에투자해온체제전환국들의

경우, 자원의재배분을통해지역사회지원서비스를확대할수있다. 예멘등

저소득국가및중진국에서도, 지원서비스비용을사회기금으로충당한좋은

사례들을찾아볼수있다.(124)

자금지원서비스
서비스제공업체들에게비용을지불하는다양한방식들중정부차원의지

원방식은다음과같다. 

* 후불식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 분산된서비스제공업체들에대한직접예산할당

* 성과기반위탁계약제도

* 장애인당사자및그가족들에게직접보조금을지원하는이용자직접관리

서비스

각지원방식별로장단점이있기때문에모든방식들이지원시스템의비용

효율성과공정성에 향을미칠수있다. 지원시스템의성공여부는서비스전

문인력및기타자원의적절한투입과배치에달려있다. 따라서다양한위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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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설계모델(commissioning arrangement)을통한기금운용방식이해당지원

시스템의성패를좌우할수있다. 장애인당사자에게직접보조금을지원하는

방식은상대적으로새롭게등장한지원모델이다.(125)

■스웨덴에서 1994년 제정된 활동보조 개혁법안(The Personal Assistance

Reform Act)은중증장애(extensive disabilities) 를가진개인들에게정부사회

보험을통해활동보조비용에대한현금지원을받을자격을부여하고있다.

활동보조서비스가용시간은개인의필요에따라주단위로산정된다. 이용

자들의 70%가지방정부가운 하는서비스를구매하며, 15%는서비스를제

공하는소비자협동조합에가입되어있다. 그리고나머지는민간업체의서

비스를이용하거나활동보조인을직접고용한다.(126) 또스웨덴에서는 15,000

명이상이필요한서비스를받기위해국가보조금을이용해서비스를구매

한다.(127)

■이와 유사한 형태로, 네델란드의 직접 지불 방식인 Persoonsgebonden-

budget을들수있다. 가장빈번히구매하는서비스는활동보조서비스로, 기

존의비공식지원서비스제공자나비전문적인민간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구매하고있다. 2003년에도입된이제도는당시 5만여명의사람들이이용

했으며, 이제도가임시중단된 2010년까지해당제도를활용한인구는약 12

만명에이른다. 이제도의장점으로는저렴한운 비용및서비스의개별화

에있다. 또해당제도에대한만족도는높은것으로평가되었으며, 그밖에

도이제도가삶의질향상과당사자자립생활에큰도움을주고있는것으

로나타났다.(128)

■남아프리카의경우, 2004년사회부조법(Social Assistance Act)을통해 ‘보조

수당(grant in aid)’으로알려진직접지불시스템을도입했다. 노인수당, 장

애수당혹은군인수당등을지급받는이들이라도, 상시(full-time) 보조가

필요한경우, 이제도를통해추가보조금을받을수있다. 그러나그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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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이용료를충당하기에미비한수준이다. 이제도는현재사회개

발부에서재검토중이다.(129)

지원과보조서비스의대부분을가족이전적으로담당해왔기때문에, 현재

공식지원서비스에대한수요는증가할수있으며, 또이러한공식지원서비스

를통해비공식지원서비스를대체할수있다.(121) 서비스수급자격기준및체계

적이고공정한사정절차등제도적장치를통해자원의공정하고비용효율적

인배분을보장하고, 서비스제공범위를점진적으로확대해나간다.

개인의욕구사정
장애인의욕구를충족시키는데있어, 사정절차는아주중요하다. 선진국에

서사정은어느범주의사람에게수급권을인정할것인가를결정하고이어개

인의욕구를평가하는과정이다. 대개장애판정은공식시스템을통해이루어

진다. 예를들어뉴질랜드의경우, 지원서비스대상으로서의자격이우선인정

되면, 서비스의실질적인이용가능여부는다음에따라결정된다.(130)

■욕구 평가-욕구평가를통해개인의지원욕구를확인하고지원의등급을

부여한다. 이때, 필요한지원금규모및서비스내용은감안하지않는다. 

■서비스 조율 및 기획-이단계에서는사정과정을통해평가한욕구를충

족시킬수있는적절한서비스와지원의유형을결정한다. 지원은가능한자

금규모내에서이루어진다. 

■서비스제공-지원이필요한장애인및그가족을대상으로지원프로그램

을패키지형태로제공한다. 

기존의사정과정은의학적기준에따른자격요건에기반해평가하는방법

을 따랐다.(124) 그러나 현재는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국제분류(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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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131)에규정된기능개선을위

한지원욕구에보다초점을맞춰사정과정을진행하고있다. 콜럼비아, 쿠바,

멕시코및니카라과는최근 ICF에기반한장애사정제도를도입했다. 

이해관계자들간갈등요소를없애기위해, 많은국가에서사정과정과서비

스제공은분리되어이루어져왔다. 네덜란드의경우, 이러한분리시스템에대

해, 사정기관에서는이러한시스템이사정과정을보다투명하고객관적으로

만든다고느끼는반면, 현장에서직접일하는서비스제공자들은이시스템이

오히려접근성을제한하고효율도떨어진다고판단하고있다.(132)

국에서는서비스중심의사정에서욕구중심의사정및결과에초점을두

는것으로사정의방향을바꾸었다. 즉, 가용서비스에개인을맞추는것이아니

라개인의욕구에적합한서비스를평가하는방식을도입하고개인의선택범

위를확장해지원서비스를개별화하고있다. 자기평가(self-assessment)도이

과정의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물론, 서비스이용자들이자신의욕구를항상

정확히판단할수없는경우도있으므로, 이런경우에는지원을통한의사결정

이권장되기도한다.(47)

서비스제공자감독
국가는규제, 기준제정, 조사, 모니터링및평가에있어중요한역할을한다.

국의종합 역평가(Comprehensive Area Assessment)는각지방당국이

정부정책시행, 공적자원운용, 지역사회의욕구대응등을성공적으로수행

하는지여부를평가한다. 사회지원서비스제공자들은공적이든사적인든자원

봉사활동이든, 모두 서비스품질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에 등록하고

정기적인평가와검사를받아야한다. 사회지원서비스제공자들은다음의 7가

지기준에따라평가된다. 

* 건강과전반적인생활개선

* 삶의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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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기여

* 선택과관리

* 차별로부터의자유

* 경제적윤택함

* 개인의존엄성존중

해외원조및국내자선단체의지원을받는비정부기구가지원서비스의주

제공자인국가들의경우, 지원서비스체계구축및유지를위해안정적인공공

규제체계와자금조성책이필요하다. 

규제체계는다음의내용을명시해야한다. 

* 양질의기준

* 위탁계약및자금조성절차

* 사정시스템

* 자원배분(108)

규제정책을수립할때는어떤경우에도, 장애인과그가족들의의사가반

되어야하며, 서비스이용자들이서비스평가에참여해야한다.(133) 서비스제공

자들이해당서비스이용자들에대해책임을질때, 서비스결과는개선될수있

다.(8)

공공기관-민간기관-자원봉사단체서비스지원
사회의다양한부문(공공부문, 민간부문, 자원봉사부문)에서다양한서비스

제공이이루어진다. 선진국의경우, 보조와지원서비스는대부분자선단체및

자조그룹들이제공하기시작하고, 이후정부의지원을받게되었는데, 현재도

이러한방식이활용되고있다. 

■지난 10년동안발칸지역국가들에서장애인관련비정부기구들이출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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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비정부기구들의 다수가 세르비안사회혁신기금(The Serbian

Social Innovation Fund)(134)과같은국가자금의지원을받아시범적인형태로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일례로, 세르비아노비파자르(Novi Pazar) 지역에

서청각장애인협회(The Association of Deaf and Hard of Hearing People)가

운 하는수화통역시범프로젝트를들수있다. 

■인도에서는장애인권리운동의결과로국가신탁법(The National Trust Act)

이제정되어, 다양한비정부기구간협력체계가마련되었다. 이법을통해,

자폐증, 뇌성마비, 지적장애또는중복장애가있는이들과그가족들이정부

로부터서비스를제공받게되었으며, 그덕분에자신들이생활하는지역사

회내에서자립생활을 위할수있게되었다. 또이법으로인해비정부기

구들이상호협력하에, 지원이필요한가족들에게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

후견인지정을촉진하게되었다.(135) 이법에서제시한메커니즘하에서, 활동

보조인은교육훈련을받게되며, 이를통해각기다른장애유형을가진많

은장애인들이지역사회기반지원을받게된다. 

일부국가의경우단순히비정부기구의서비스를지원하는것을넘어서, 국

가가제공하던서비스를민간비 리부문에맡기기도한다. 일례로, 아일랜드

에서는정부의자금지원을받아, 지적장애인대상서비스의거의전부를비정

부기구가제공하고있다.(136) 이는전문적인지원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임

과함께서비스의품질개선과가격인하를목적으로하는것이다. 이모델은선

진국에서폭넓게활용되고있으며, 체제전환국및중진국에서도도입하고있

는추세이다. 그러나제공업체를허가하고기준을모니터링하는역할은여전히

정부의몫이다. 단, 정부가위탁계약모델로전환하는과정에서는, 외주계약및

모니터링이효과적으로수행되도록함으로써,(108) 서비스이용자에대한방치및

기타학대사례를방지해야한다.(137)

혼합경제적개호서비스상황에서비정부기구와장애인당사자단체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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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제공자로서의역할을개발해나가는경우, 이들이경쟁력을갖기위해서비

스제공에필요한비용을감축하거나, 서비스이용자보다는자금지원기관의

목소리에보다귀를기울인다면, 또는서비스제공에만초점을맞춰권리옹호

자로서의역할을소홀히한다면, 서비스이용자와해당비정부기구간긴장관

계가형성될수있다.(138, 139)

정신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의경우, 공적지원이실패로돌아간후

많은국가에서민간서비스지원이증가하고있다.(140) 그러나 2003년도에실시

된체계적인조사결과에따르면, 비 리단체서비스제공자들이 리기관의

정신보건입원환자서비스보다접근성이높고, 비용효율적이며, 질이우수한

서비스를제공한것으로나타났다.(141)

선진국에서는민관협력시스템이잘구축되어있는편이나, 저소득국가및

중진국에서는그렇지못하다. 지원서비스가도입된것도얼마되지않아서일

반적으로정부에서비정부기구나 리기구에자금을지원하는경우도드물다. 

융통성있는서비스제공조율체계
장애인들에게필요한보조와지원서비스의유형과범위는아주다양하기

때문에, 단일서비스제공업체가이모든서비스를일괄적으로제공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비공식보조및지원은, 민간이나정부가제공하는공식시스템과

서비스가뒷받침될때가장효과적이다. 

공식보조및지원은보건의료서비스, 재활및주거지원등을적절히안배

해이뤄져야한다. 예를들어, 주거지원서비스에는독립주거, 공동생활가정,

시설생활등이있는데, 이서비스는사정과정을통해필요하다고판단된여타

서비스와함께제공되어야한다.(142) 한연구조사에따르면, 노인을위한주택개

조및보조기기제공과같은종합적인서비스패키지가공식서비스에대한욕

구를줄여나가는데도움을주어오히려비용효율적이라고한다.(143)

일부선진국에서는범용적인서비스제공에서보다개인맞춤화되고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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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서비스제공시스템으로지원방식을바꿔나가고있다. 이런체계에서는

효과적이고지속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 각기구간긴 한역할조율이필요

하다. 

미국일리노이주의재가지원서비스프로그램(Home Based Support Services

Program)은성공적인서비스비용직접지불시스템으로, 장애인당사자들과그

가족들이필요한서비스를직접결정, 구매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 보호자

휴식지원, 활동보조인, 주택개조, 여가선용및고용서비스, 치료및교통등

필요한부분의서비스를선택적으로구매할수있다. 이서비스를이용한가족

들은장애인가족을시설에위탁하는경우가더적다.(144) 또, 가족들이모든가용

지원금을사용하지않는경우가많아서, 재가지원서비스의비용이시설수용비

용보다더저렴하다.(144)

마찬가지로호주, 캐나다및일부유럽국가들을비롯한여러국가에서자금

지원의개인화모델을검토해왔다. 이모델은각기다른채널을통해조성된공

적자금을각개인의필요에따라할당토록하고있다. 이렇게복합적으로마련

된자금은, 개인이통제권을갖고보조기기, 치료및활동보조인서비스등의

서비스를구매할때사용할수있는데, 일정한제한을두는경우가많다.(145-147) 서

비스이용자의힘이커지면, 보다책임있는서비스가제공될수있으며, 이러한

이용자직접관리서비스체계하에서는, 이용자가원할때전문서비스를활용

할수있고또해당전문가들은서비스이용자들보다우월한입장이아닌, 동등

한파트너로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적절한법적장치및인프라를통해, 지체

장애인뿐만아니라, 지적장애인및정신장애인들을위한활동보조제도도발

전시켜나갈수있다. 

소비자단체들은또한정신건강을위한지역사회기반대응을하고있다. 

■잠비아의 정신건강서비스이용자네트워크(Mental Health Users Network)는

서비스이용자들이서로를지원하고여러가지의견과정보를교환하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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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공한다.(148)

■미국의 경우, 마인드프리덤(MindFreedom)은 지역사회가 지원 및 주거공간

제공을하는이른바 ‘착륙지대(landing zone)’를운 해정신장애인들이병원

이나기타시설에수용될필요가없다.(99)

서비스이용자직접관리서비스는대개의경우비용효율적일뿐만아니라,

전문가중심서비스만큼안전하다.(149-151) 그러나이러한서비스는비공식지원을

대체할수있다는측면에서, 전반적인정부지출을증가시킬수있다.(118, 119) 이러

한준시장적서비스는공급여부에따라선택의폭이달라질수있는데, 농어촌

지역에서이러한형태의서비스공급은부족한것이현실이다.(152)

이용자직접관리서비스모델이서비스효율과질을언제나개선하지는않

는다. 이용자들은 (자신에게맞는) 서비스를선택할수도있고, 그과정에서복

잡한관료적절차를거칠수도있다. 직접지불및활동보조서비스를유연하게

활용하기위해서는이용자스스로가고용주로서의책임을져야하는데, 이에

따른행정적의무들예를들어회계및복잡한세무신고와같은절차를수행하

는것은각개인에게는번거로운일이될수있다. 이러한업무중일부는서비스

이용자조합이나이용자단체가분담처리할수도있다. 

현실적으로, 또개인의필요나선호도에따라, 장애인들은서비스선택폭및

관리수위를조절할수있다. 국에서는활동보조프로그램이크게발전했음에

도불구하고, 대다수의장애인들이직접지불방식을선택하지않고있다.(153, 154)

따라서다양한모델이필요하며, 추가적인연구조사를통해어느활동보조모

델이가장효과적이며효율적인지를결정해야할것이다.(118-121)

비공식개호인지원

비공식개호서비스는앞으로도장애인지원에중요한부분을차지하게될

것이다.(155) 일리노이의재가서비스프로그램이잘보여주듯, 보조및지원의욕

316



구를충족시키는것과별도로, 장애인가족및비공식개호인들을지원하는것

은당연히비용효과적이다. 

■보호자휴식서비스. 가정안팎에서보호자가짧은휴식을취할수있도록지

원하는서비스.(156) 이서비스는선진국과체제전환국에서발달되었으나, 보

호자휴식의욕구가충족되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157, 158)

■직접혹은간접자금지원. 몰도바와세르비아와같은체제전환국및일부

남미 국가에서는 무급 개호인들에게 연금이 지급되며, 남아프리카와 같은

개도국에서는장애인가족내개호인들에게현금수당을지급한다.(62, 159)

■가족의안녕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가족구성원을돌볼수있도록고용주가제공하는유급병가및기타지원

가족들은자율성을보장받고지원서비스를제공받는기회를통해혜택을

볼수있다. 1960년대북유럽국가및호주에서처음으로발달장애인지원시스

템에가족지원프로그램이도입되었고,(160) 미국에서는 70년대후반과 80년대초

반에등장했다. 소비자직접관리프로그램은보다만족스러운서비스를제공

하고서비스이용자의욕구충족도를높이는데기여했다. 또이경우서비스에

대한장애인당사자의자비부담이여타다른프로그램보다적었다.(161, 162)

가족들에게는개호서비스제공자들과협력하기위한교육훈련혹은가족의

역할및개호인과의역할한계설정, 장애인구성원에대한권한부여등교육이

필요하다. 나아가가용서비스에대한정보도필요하다. 그러나일본에서실시

한한연구에따르면, 정보제공자체로는개호서비스제공자의부담을줄이는

데효과적이지않은반면, 사회적의사소통이실질적인도움이된다는결과가

나왔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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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자참여(개입)

서비스이용자의참여여부는서비스제공의질을판단하는중요한기준이

되었다. 유럽사회서비스품질(The European Quality in Social Service)정책에

는서비스품질인증(국가품질인증제도를보완하는과정)의원칙에, 효과적

인서비스이용자와제공자간파트너쉽과 (이용자의) 참여가명시되어있다.

서비스이용자들은다음과같은여러방식으로서비스제공과정에참여할수

있다.(108, 138, 139)

* 제소절차

* 평가및피드백과정에참여

* 서비스운 진으로참여

* 장애인자문단의일원으로참여

* 당사자자신에관한의사결정에참여

지원 서비스의 ‘공동 개발(co-production)’ 컨셉이 최근 도입되면서, 기존의

장애인지원단체들과장애인당사자단체들이함께여기에참여하게되었다.(164)

이컨셉에서는장애인당사자들이자신들의경험에기반해장애인서비스개발

에기여할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 장애인들을서비스개발및제공관리의주

체로, 비장애인은조력자로규정한다. 

공동개발된서비스의장점은다음과같다. 우선서비스의초점이서비스이

용자의욕구에맞춰져있으며, 복합적인서비스자원을통해장애인이경험하

는장벽을낮추고, 동등하고상호의존적인환경을구축할수있는기반을제공

한다.(165) 공동개발및이용자참여의원칙은, 공식서비스전달체계및지역사회

중심재활서비스등의 역에서장애인당사자단체및장애아동부모들로구

성된단체들의주도로전세계에서실시되고있다.(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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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메커니즘

선진국에서는활동보조인제도를지적장애아동, 지체장애성인및치매가

없는노인에게제공되는일반서비스와비교하기위해다양한시도를해왔다.

활동보조서비스는일반적으로여타서비스보다선호되며, 일부서비스이용

자들과개호인들에게도움이돼왔다.(118-121)

활동보조인제도는 지체 장애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지적장애인과기타정신장애인들에게도움이되고있다. 

■권리 옹호 - 훈련을받고경험이있는전문가가일대일로제공하는서비스

로의사결정과실행을지원

■지원동호회(circle of support) - 당사자를잘아는지원자와동료들로구

성된네트워크로당사자가자유로이동의하는의사결정을내릴수있도록

지원

■키링(KeyRing) 혹은 생활 지원 네트워크 - 지역사회에서생활하는지적

장애인들이지역사회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 ‘지역사회생활지원종

사자(community living worker)’로구성

■서비스 이용자 주도 자립 생활 트러스트 - 지원동호회와비슷한성격이

나, 서비스이용자가의사결정을내릴때필요한체계를갖춘법률지원기

구

■서비스 중개 단체 - 숙련된지원제공자의도움으로장애인이원하는서비

스를선택하도록돕고, 사정과정및지원패키시시행시지원제공. 서비스

중개단체는필요한경우 (서비스이용자) 개인을대신해지정된지원서비스

의명의상의고용주로행동할수있다.

직접지불방식의잇점에대한근거가많이있음에도불구하고, 호주, 캐나다,

국및미국에서, 정신장애인들은개별화된자금지원서비스를이용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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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추세이다.(167)

저소득국가나중진국의경우, 자금이부족해활동보조서비스가공식적으로

제공되는경우가많지않다. 그러나일부혁신적인프로그램은자립생활원칙

을수호할수있는저비용솔루션을제안하고있다.(3)

■브라질에서는리오데자네이루를필두로 2003년기준 21개의자립생활센터

가운 되어현재까지 15년간명맥을유지해왔다.(166) 세계여러나라와마찬

가지로, 브라질의자립생활운동은각기다른장애유형의사람들이함께협

력하고, 동료지원, 정보, 훈련과활동보조서비스와같은여러가지지원서

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종사자들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다. 그러나선진국과달리, 브라질의자립생활센터는정부로부터자금지원

을받지않아, 취업알선서비스등을통해스스로기금을마련해야한다. 

■필리핀의경우, 한전국단위장애인단체가교육부및장애아동부모회와협

력하여다부문프로그램을개발했다. 이프로그램은적절한활동보조서비

스를제공하도록교사와학부모에게교육훈련을제공하며, 이를통해중증

장애가있는아동들이지역사회의일반학교를다닐수있도록하고있다. 현

재농어촌지역의 1만 3,000명의아동들이이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으며,

취학전아동, 부모및교사에게공동훈련워크샵등이제공되고있다.(168)

개호서비스제공자및서비스이용자의역량구축

지원서비스종사자교육훈련

모든서비스제공시, 서비스제공종사자는장애인권리협약(CRPD)의원칙에

입각한전문적인교육훈련(인적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지원등으로

도불림)을받아야한다.(169) 대부분의종사자들이고등교육과정을경험하지않

은경우가많으나,(74) 선진국의경우, 사회복지서비스와관련된고등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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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상당수보급되어왔고, 더욱더증가하는추세이다. 국은보건의

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국가공인 직업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제도를운 하고있는데, 이자격은현장에서의실무능력과배경

지식의 보유여부를 심사하여 부여된다. 또, 장애인들도 현장지도(on-the-job

instruction)를통해정규훈련과정을보완할수있다. 

교육훈련실시과정은교육의내용만큼중요하다. 전반적으로장애인들은

사회복지사들이서비스를제공하는모델보다는자신들이직접원하는서비스

를요구할수있는활동보조인모델을선호한다.(170) 활동보조인, 권리옹호자및

지적장애인지원그룹등새로운유형의지원서비스종사자들은기존의보호

(care)개념에서탈피하여인권의존중이라는기조에서서, 지역사회내에서생

활하는장애인과협력하여장애인들이스스로목적과원하는바를달성할수

있도록돕는다.(171)

보조및지원서비스이용자지원

활동보조인프로그램에대한기금배분시, 프로그램이용자들이스스로처

리해야할추가적인업무도고려해야한다. 직접지불방식의혜택을받는이

들에게충분한지원을제공함으로써, 시스템의복잡성으로인해추가적인스

트레스를받거나고립되지않도록해야한다. 지원서비스종사자를고용하는

장애인들은 서비스 종사자 관리 방법과 고용주로서의 의무수행 방법을 알아

야한다. 국에서실시한한연구조사에따르면, 활동보조인을고용한장애

인의 27%가고용주로서의역할이벅차다고느낀다고답했으며, 31%는 행정

절차를처리하는것이힘들다고답했다.(72) 

장애인단체및개호인단체들은서비스이용자가이용자직접관리서비스

를통해혜택을볼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96) 개별화된기금지원모델은여타

지원서비스와함께제공될때가장효과적이다.(117) 또중개업체와기금관리자

들이지나치게명령적이지않으며, 양질의서비스제공이이루어질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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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스코틀랜드 활동보조고용주네트워크(The Scottish

Personal Assistant Employers’Network)와같은일부장애인당사자단체들은

활동보조인및이들의감독자또잠재적고용주인장애인과그가족들을대상

으로한서비스종사자채용및훈련프로그램을개발해실시하기시작했다.(172)

재정능력이미흡한환경에서는, 지역사회중심재활프로그램을통해장애인과

그가족들이자신들의지원욕구에대처할수있도록훈련시키고, 정보와조언

을얻을수있도록자조그룹과연결시켜줄수있다. 

지역사회중심재활및지역사회재가보호서비스(home-

based care) 개발

지역사회중심재활

대다수의저소득국가및중진국에서소비자가직접관리하고, 정부혹은비

정부기구가제공하는지역사회중심재활프로그램이장애인과그가족을위한

보조와지원서비스의큰축을담당하게되었다.(173) 많은경우정보제공, 가족과

의긴 한협력, 장애인의지역사회활동참여촉진등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이프로그램은가족들이장애인들을지나치게과보호하는경향을방지하는데

도주력하고있다. 소득에관계없이, 이러한재활프로그램종사자들, 사회복지

사들혹은그밖의복지사들이장애인친척을지원을해본유사한경험이있는

가족들과함께협력하는일은유용하다. 

레소토의경우, 전국장애아동학부모회의 9개지부장들은부모들이아동교

육훈련법과아동문제대처법, 장애인의권리에대한지식과전문가와협력하

는방식, 학습교재나준비물개발과학습관련도구획득등에대한교육을필

요로한다는사실을밝혀냈다.(174)

인도타 나두주의비정부기구인루코드(RUCODE)는지역정부와부모들

의도움을받아, 지적장애아동및뇌성마비아동들을위한지역사회기반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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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을운 하고있다. 각주간보호시설은약 10명의아이들에게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시설별로한명의교사와한명의보조서비스제공자를두고, 루

코드직원으로부터도지원을받고있다. 또, 지역사회에서필요한장소및점심

을제공한다. 

네팔의경우, 지역사회중심재활프로그램이약 35개구역에서현지비정부

기구에의해운 되고있으며, 정부가중앙정부차원과현지차원에서자금지

원및지도, 자문, 모니터링을하고있다.(175)

지역사회중심재활프로그램모델은장애인과그가족간관계개선에도움

을주어장애인과개호인모두에게큰도움이되고있다.(176) 최근자립생활원칙

이지역사회중심재활프로그램에도입되어, 이제지역사회재활서비스는장

애인의자기결정권확대에도도움을주게될것이다. 

지역사회재가보호서비스

지역사회내재가보호서비스란서비스수급자의집에서몸이아픈이들이

나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177) 이 모델은 특히

HIV/AIDS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많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운 되고있고, 부모가AIDS로사망해고아가된아동들에게특별한관심을보

이고있다. 정부가제공하는지역사회재가보호서비스프로그램은음식, 교통,

의료, 보호자휴식서비스, 현금지원, 심신보호등을제공한다. 

보조및지원을장애인정책및행동계획에포함
국가의장애인정책및관련행동계획에공식적인보조와지원을포함시킴

으로써장애인들의지역사회참여도를높일수있다. 그예는다음과같다.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은 각 단체들이

재화와서비스및시설제공에있어차별을철폐하기위한행동계획을수립

할것을촉구한다.(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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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장애인전략(Disability Strategy, 2001)은장애인의사회참여에장

벽이되는요소들을제거하기위한정부의계획을명시하고있다. 

■스웨덴 ‘환자에서시민으로(From Patient to Citizen)’ 국가행동계획(2000)은

장애인의완전한접근성에대한비전을제시하고, 모든차원의차별철폐를

목표로하고있다.(180)

지역사회중심재활프로그램은저소득국가및중진국의국내행동계획수

립을촉진시킬수있다.(181)

결론및권고

양질의삶을향유하고비장애인과동등하게사회적경제적활동에참여하기

위해많은장애인들이보조와지원을필요로하고있다. 현재전세계적으로보

조와지원서비스는장애인당사자의가족혹은사회네트워크를통해비공식

적으로제공되고있다. 비공식개호서비스는그자체로가치가높지만, 이러한

형태의지원이가능하지않은경우도있고, 부적절하거나미흡한경우도있다.

반면, 공식적인보조및지원서비스는특히저소득층에서는많이부족하다. 정

부지원서비스는대부분아직초기단계이며, 비 리기구들이제공하는서비

스범위는협소하고, 민간서비스시장역시장애인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

충분한지원을제공하지못하고있다. 그결과보조와지원서비스는실질적인

장애인의욕구에크게못미치고있다.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은, 적절한보조와지원서비스를장애인이이용할수

있도록보장하는나름의역할들을가지고있다. 정부의역할은, 정책결정및시

행과정을비롯해모든서비스부문에서장애인의동등한참여를보장하는데

있다. 또, 정부는기준의설정과시행등서비스제공과정을감독하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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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구매할경제적여력이없는장애인에게자금을지원하며, 필요한경우서비

스를직접제공하는역할을담당하기도한다. 공식적보조및지원서비스를기

획하고도입할경우, 비공식개호활동에부정적인 향을미치지않도록신중

히고려해야한다. 서비스이용자들과장애인당사자단체들, 기타비정부기구

들은인식제고에힘써야하며, 서비스도입을위한로비를하고, 정책개발에참

여하고, 정책시행과서비스제공과정을모니터링해야한다. 서비스제공자들

은최상의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국제협력을통해, 우수한서비스와비용효

과적인실천사례등이공유되어야하며보조및지원서비스를도입하려는국

가에게는기술적지원을제공해야한다. 

본장에서는공적보조및지원서비스의구성, 기금마련, 서비스제공등에

관한일부모델에대해논했다. 그러나, 어떤지원서비스모델도모든상황에

일률적으로적용될수없으며, 모든욕구를충족시킬수는없다. 이용자중심의

서비스를우선적으로고려함으로써, 각개인이자신이제공받는서비스에대한

결정을내리고자신의삶에대한최고수준의통제권을갖도록해야한다. 다음

은보조및지원서비스를도입하거나개발하고있는국가들에대한권고사항

이다. 

지역사회내생활및참여지원
수용시설이나격리된환경이아닌지역사회내에서서비스를제공할것, 시

설생활서비스에의존해온국가의경우, 

■지역사회중심서비스모델로전환하기위한적절한계획을수립할것. 이에

는이행단계에필요한인적자원및충분한기금의마련이포함된다.

■ (수용)시설에서, 자원센터및주간보호센터등대안적인지원서비스(시설)

로전환하는경우를비롯해, 지역사회지원서비스를구축하기위해자원을

점진적으로개발하고재배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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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인프라개발촉진
■장애인의사회참여증진을위한국가차원의장애인관련행동계획에공식

보조및지원서비스의도입및개발을포함시킬것 - 다양한경제적사회적

환경에따른맞춤형접근법필요

■정부, 비 리기관, 리기관, 개인등다양한서비스제공자개발을지원하

고비용효율적인방식으로장애인의다양한보조및지원서비스욕구를충

족시킬수있는모델개발지원

■민간서비스제공업체와의위탁계약, 세제혜택제공, 장애인과그가족들의

서비스직접구매비용에충당하기위한재원의개발등다양한자금지원책

고려

■저소득국가및중진국의경우, 다양한서비스를제공, 확대할수있는시민

사회단체를통한지원서비스제공. 지역사회중심프로그램은재정이부족

한부문에서비스를제공할때효과적임. 

이용자의선택권과통제권을최대한보장
이부분은다음의요건이충족될때, 공식서비스를통해이루어질수있다. 

■제공되는서비스가제공기관중심·통제위주의 ‘만병통치(one size fits all)’서

비스이기보다는개인의욕구에맞춘융통성있는서비스이다. 

■서비스이용자가수동적인서비스수급자가아니라, 적극적인주체로서지

원서비스유형결정과정에참여하고가능한한서비스를직접지휘할수있

다. 

■서비스제공자가서비스이용자에대해책임을지고, 서비스제공자와이용

자의관계가공식적서비스약정에의해규율된다. 

■중증지적장애인이나정신장애인등자력으로의사결정을내리기힘든경

우, ‘지원을통한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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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및지원서비스제공자인가족구성원지원
비공식개호인의욕구와권리를장애인당사자의욕구및권리와구분해야

한다. 양자모두가자율성을갖고, 존엄성을인정받으며양질의삶을살수있을

때, 균형잡힌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가족과가족단체, 정부및장애인당사자조직을비롯한비정부기구간협력

을증진함으로써다음과같은다양한시스템과서비스를통해가족에대한지

원을제공한다. 

■보호자휴식서비스지원을통해가족구성원이개호업무에서벗어나짧은

휴식을취하고심리적상담을받을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전체가족의정

서적안정을증진한다. 

■직간접자금지원을제공한다. 

■개호인및장애인당사자가이용할수있는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장애인가족및기타혈연관계에있는이들을지원해본유사한경험이있는

가족들이상호정보를교환하고서로지원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종사자, 사회복지사및지역사회서비스제공종

사자들은가족들에게이러한기회를제공할수있다. 유용한가족중심의접근

법에는개호인모임및사회네트워크개발도포함된다. 

훈련및역량강화체계구축
효과적인보조및지원서비스를위해서는, 해당서비스제공이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서비스수급자와서비스제공자모두를위한훈련이필요하다. 

■공식적인서비스제공자는서비스제공환경이나종류에관계없이 UN 장애

인권리협약의원칙에부합하는서비스제공관련전문훈련을받아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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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장애인당사자가훈련교관으로참여해서비스제공자들이잠재적서

비스이용자인장애인들을이해하고여러가지상황에익숙해지도록할필

요가있다. 

■가족들에게는개호인과함께일하는데관련된훈련을제공한다. 예를들어,

개호인의역할정의및가족과의역할분담, 장애인당사자의역량강화방법

등에대한훈련을제공한다. 

■소득수준이낮은경우, 지역사회중심재활프로그램은장애인과그가족들

을훈련하여이들이자신들의지원서비스욕구에대처할수있도록하고정

보와자문을위해자조그룹과연계될수있도록한다. 

■배정된공적자금을사용하여지원서비스종사자를직접고용하는장애인에

게는, 채용, 관리및고용주로서의책임에대한교육훈련및보조가필요할

수있다. 

■수화통역사및권리옹호종사자를위한훈련제도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

는인력공급을증가시킬수있다. 

서비스질개선
양질의공식보조및지원서비스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다음과같은사

항이권고된다. 

■기능을유지하고개선하기위한지원욕구에초점을맞추어, 안정되고공정

한장애사정기준및절차를개발한다. 기능·장애·건강에관한국제분류를

장애사정기준개발의가이드라인으로활용한다. 

■보조및지원서비스의수급자격기준을명확히하고투명한결정과정을수

립한다. 자원이충분하지않은경우, 지원서비스가가장필요한장애인, 즉

비공식개호인이없거나지원서비스를제공받을수단이미흡한이들에게

초점을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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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준을수립하고, 이를시행하며, 해당기준의준수여부를모니터링

한다. 

■서비스제공과정을모니터링한다. 

■서비스이용자, 제공자및제공된서비스에대한기록을꾸준히업데이트한

다. 

■각기다른정부부처및서비스제공자간협력을증진하고, 이를위해사례

관리, 의뢰(소개) 시스템및전자기록시스템등을도입한다. 

■이의제기절차를마련한다. 

■시설서비스및지역사회중심서비스환경에서신체적, 성적학대가있는지

조사하고이를미연에방지할수있는메커니즘을도입한다.

■지원서비스전담직원에게적절한훈련과적정수준의급여및지위, 근로조

건을보장한다.

■장애인당사자단체및기타비정부기구가서비스의질을모니터링하도록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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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환경
Enabling environments

제 장



“근육위축증이있는저는능동적인생활을하기위해서, 편의시설이제대

로갖추어지지않은환경에자신감을갖고맞서야했습니다. 나름의해결책을강구해야

했던거죠. 그리고한편으로는보다통합적인사회(inclusive society) 를요구하는운동

에도참여했습니다. 이런개인적인노력중하나로, 저는이동을지원해줄수있는개인

운전사겸활동보조인을고용해야했습니다. 포르토프랭스에서제활동보조인이저를안

고여러층의계단을오르는모습은별로낯선풍경이아닙니다. 심지어세금내러세무

서에갈때도활동보조인이필요했으니까요.”Gerald 

“부상을당하고나서, 저는사회생활에큰타격을입었습니다. 교통시설이

나그밖의환경적장벽이너무높았으니까요. 친구를만나거나외출을하는등일상생

활을하기도힘듭니다. 물론병원에가거나재활센터에가는일도어렵구요. 부상을당

하기전, 저는아주적극적인사회인이었습니다. 친구도많고스포츠나여러가지다양

한활동들도했었죠. 그러나부상이후, 휠체어사용자를위한편의시설이제대로갖추

어지지않은환경때문에, 친구들과외출하는일이어려워졌습니다. 길거리, 교통시설,

상점들, 식당, 그밖의모든시설들을이용하기가힘들어졌습니다.”Fadi 

“심리학관련전문주제에대해논의하는첫번째회의자리에참여하고있

는데요. 이회의는저에게는굉장히많은스트레스를주고답답한회의입니다. 제가그

룹토의를잘못따라가거든요. 세션이끝나고나서, 강사를불러제가청각장애가있다

고이야기를했습니다. 그리고연사들에게제가꽂고있는헤드폰으로바로음성이전달

되는특수마이크를착용토록해달라고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사가제청

을거절하면서특수마이크착용은그룹전체에좋지않다고했습니다. 그룹논의의성

격상빠르게말이오고가야하는것이이유라더군요.”Adva 

“제가자립적으로생활하는데가장큰장애물은사람들의태도입니다. 사람

들은우리가많은일을하지못할거라고속단합니다. 또계단이나기타시설을이용할

때도불편합니다. 한번은제가카사델라컬츄라문화센터에서감독을만나기로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엔계단이너무많아서들어갈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사람을불러

도움을요청했죠. 그감독이나왔고, 저를보더니놀라면서, “무슨일이죠? 무슨일이예

요? 왜이렇게된겁니까?”라고물었습니다. 그감독은제가돈을구걸하러왔다고생각

했고, 제가일때문에방문했다고는생각도못한겁니다.”Feliza

“열아홉살이될때까지, 저는 수화를배울기회가없었습니다. 그 때까지

청각장애인친구도없었구요. 대학에입학하고나서야수화를배웠고청각장애인동호

회에서운 진으로활발히활동했습니다. 대학원을마친후, 저는국립연구소에서생물

학과학자로일했습니다. 주로손 씨를써서동료들과의사소통을하고있구요. 일부

강의나회의때에는정부가제공하는수화통역서비스를이용합니다. 제남편도청각

장애인이며저희부부에게는두명의청각장애인자녀들이있습니다. 저는개인적인경

험을통해서, 수화와청각장애인문화가청각장애아동들이어려운난관을헤쳐나가는

데반드시필요하다는점을누구보다도잘알고있습니다.”A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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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환경

물리적, 사회적, 태도적환경은장애인을무력화할수도있

고 사회 참여와 통합을 촉진할 수도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은건물

과도로, 교통시설, 정보및의사소통을비롯한모든차원의환경에서

장애인의접근을개선하기위한개입의중요성을규정하고있다. 모

든환경적요소는서로연관되어있으므로, 어느한요소가개선된다

고해서장애인의접근성이온전히보장되지는않는다. 

접근성이 보장된 환경은 장애인에게 특히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그혜택을함께누릴수있다. 예를들어, 경사로의설치를

통해유모차사용이용이해질수있고, 평이한언어로쓰여진정보는

교육수준이낮거나해당언어가모국어가아닌이들이내용을이해

하는데도움이된다. 정류장안내방송은시각장애인뿐만아니라, 해

당교통노선에익숙하지않은여행객들에게도분명히큰도움이된

다. 무엇보다도많은사람들이혜택을누리게되면, 변화에필요한광

범위한지원을동원하기가쉬워진다. 

성공적인접근성보장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외부적인한계들,

예를들어비용의문제, 우선순위문제, 기술과지식의가용성, 문화

적차이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해당정책은신뢰할수있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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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증거에기반해고안되어야한다. 접근성은단계적인건물구조개선등점

진적으로추진할때보다쉽게확보될수있다. 초창기에는우선 ‘접근성문화’

구축을목표로하고, 기본적인환경적장애요인을제거하는데주안점을두어

야한다. 접근성의개념이뿌리내리고더많은자원이활용가능해지면, 관련기

준을강화하고보다고차원적인유니버설디자인을실현하기가용이해진다. 

물리적인장벽이제거되더라도부정적인태도로인한장벽은도처에남아있

다. 장애를둘러싼무지와편견을극복하기위해서는교육과인식제고가요구

된다. 이러한교육은건축, 건설, 설계, 정보과학, 마케팅등전문교육과정에서

정규수업내용으로편입되어야한다. 또정책결정자들과장애인관련업무에

종사하는이들은접근성의중요성에대해교육받아야한다. 

정보및의사소통환경은막대한자원을보유하고, 접근성문제를경험한적

이있는 로벌기업체에서구축하게마련이다. 그결과유니버설디자인을갖

춘신기술은물리적환경보다는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보다빨리채택된다.

그러나정보통신기술이아무리빠르게발전한다고해도, 접근성확보는비용

문제와가용성문제로인해한계에부딪칠수있다. 신기술이하루가다르게등

장하면서장애인의접근성문제가간과되고, 유니버설디자인보다는값비싼보

조공학기기를선택하게될위험이있다. 

본장에서는건물, 도로, 교통시설, 정보, 의사소통에대한접근성을달성하는

데장애가되는환경요소와접근성개선에필요한조치들을중점적으로다룬

다(Box 6.1 참조).

Box 6.1. 정의와개념

접근성(Accessibility) -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인간에게 접근하

고, 이해하고, 다가설 수 있는 능력을 뜻함. 접근성 관련 법률 및 표준에서, 접근

성은법이정한준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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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인간의 개성과 능력의 다양성을 존

중하여, 환경, 제품,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함으로써, 활용성, 안전성, 건강, 사회

참여를증진시키는과정.(1) 단, 활용성만이유니버설디자인의유일한목표는아니

며, ‘개조 및 특수 디자인’은 다양성 존중에 필수적인 맞춤 및 선택권 제공의 일

부임. 일반적개념이동일한다른용어로는‘모두를위한디자인(Design for all)’

과‘통합적인디자인(inclusive design)’이 있음. 

표준(Standard)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는 품질 수준. 때때로, 표준은‘지침

(guidelines)’혹은‘규정(regulations)’으로 성문화되기도 함. 지침과 규정 모두

구체적인 정의와 함께 법체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법적 함의를 담고 있

음. 국 및 북부 아일랜드의 건물 규정 M항이 그 예임. 표준은 자율준수 사항일

수도, 강제사항일수도있음.

공공 시설(Public accommodations) -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이용이 허용

되는 건물. 법원, 병원, 학교 등과 같이 정부 소유일 수도 있으나, 상점, 식당, 운

동 경기장과같이민간소유일수도있음. 공공 도로도이에해당. 

교통(Transportation) - 차량, 정류장, 대중 교통 시스템, 인프라, 인도 등의

환경

의사소통(Communication) - ‘문자언어, 소리언어, 평이한 언어, 낭독자

(human reader)와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보완적·대체적 의사소

통 방식(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과 수단, 형식 뿐만 아니라, 언

어, 문자 디스플레이, 점자, 촉각에 의한 의사소통(tactile communication), 확대

인쇄 및접근가능한멀티미디어를포함한다’.(2) 이러한 의사소통형식과방식, 수

단은물리적인성격이있으나, 점차 전자화되어가고있다.

물리적환경및정보환경에대한접근
이해

공공시설(건물과도로)의편리한이용은시민생활참여를용이하게해줄

뿐만아니라, 교육을받고, 보건의료서비스를이용하며, 노동시장에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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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필수요건이다(Box 6.2 참조). 따라서이러한시설에대한접근성이확보되지

않는경우, 장애인들은배제될수있으며, 타인에게의존하게될수있다.(6) 예를

들어, 공공화장실에장애인편의시설이없는경우, 장애인들은일상적인활동

에참여하기어렵게된다. 

Box 6.2. 정치참여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첫째, 접근성이 보장된 투표 과정 및 선거 정보

물의 중요성, 장애인의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강조하고, 둘째, 장애인들이 자신들

의 고유한 단체를 만들고 모든 차원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할 권리를 옹호하면서,

장애인의정치적권리를보장하고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위해 무장애 환경은 아주 중요하다. 공적 집회, 투표소

및 투표 기계, 기타 프로세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필수적이다. 또 장애인이

정치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플렛, 방송매체, 웹사이트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다. 예

를 들어, 정당 정치방송의수화및자막서비스를통해청각장애인의참여를가

로막는 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또 재가장애인 혹은 시설 수용 장애인들은

자신의권리를행사하기위해우편투표나대리투표가필요할수도있다. 그밖에

장애인이민주주의절차과정에서유권자로서, 선거 참관인으로서, 해설자로서또

는 실제 선거 후보로서 존중 받느냐의 여부 혹은 주류 사회와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가 여부도 보다 광범위한 태도 문제와 연관이 있다.(3) 지적 장애 및 정신

장애가있는경우에는특히투표과정에서차별적인배제의대상이되고있다.(4)

국제선거제도재단(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oral Systems,  IFES)

은 장애인이 유권자 및 후보자 자격으로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

애 요인을 없애고, 장애인의 선거인 등록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노력

을 기울여 왔다.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는 선거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코

소보에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와 함께선거인등록및투표지원활동을전개했으며, 아르

메니아, 방 라데시 및 여타 국가에서도 관련 활동을 전개했다. 국의 경우, 지

적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원봉사 단체인 유나이티드 리스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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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Response)가 캠페인을전개하고필요한자원을개발했다.(5)

인도의 경우, 1995년 제정된 장애인법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후속 선거 과정에는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인도의

장애인 운동은 활발하게 장애인의 정치 시스템 접근성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2004년 선거 당시 접근성 보장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그 결과 인도

대법원은각주정부가 2004년 2차 투표시에모든투표소에경사로를설치할것

과 향후 선거시에는 점자 정보를 제공하라는 가명령(interim order)을 내렸다. 이

후 2007년에는 선거위원회가 모든주 정부 및 지방정부에게 2009년 총선시 다

음사항을이행할것을명령하라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 

* 투표소경사로설치

* 전자투표기투표버튼에점자숫자표시

* 투표소에장애인전용대기선마련

* 투표소배치인력을대상으로한장애인의욕구이해및존중훈련실시

장애인 운동과 인식제고의 결과로, 2009년 선거 당시 주요정당들은 매니페스

토를통해장애인이슈에대해명확히언급했다.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가 개선될수록, 공공정책이 보다 장애를 배려하는

(disability-inclusive) 방향으로 진전된다. 한편, 선거 참여는 진전되었으나 실제

로 장애인이 공직에 선출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미국, 국, 독일, 에콰도르,

페루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고위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또 우간다

의 1995년 헌법 59절은‘국회는 장애인의 선거인 등록 및 투표 증진을 위한 법

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78절은 국회에서의 장애인의 대표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마을에서 국회에 이

르기까지 모든 단위의 선거에서 장애인이 의원으로 선출되고 있고, 이는 장애인

친화적인 법률이 제정되는데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다. 우간다는 전 세계에서

선출된장애인대표자의수가가장많은국가이다. 

추가정보: http://www.electionaccess.org;http://www.ifes.org/disabilities.

html;http://www.everyvotecounts.org.uk;http://www.electionaccess.org;http://www.ife

s . o r g / d i s a b i l i t i e s . h t m l ; h t t p : / / www . e v e r y–h t t p : / / www .

everyvotecounts.org.uk/votecounts.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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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을이용해고용, 교육, 보건의료시설에대한접근성을확보하고사

회생활과여가활동을도모할수있다. 장애인의편의를고려한교통시스템이

없다면, 장애인들은서비스와사회생활기회를박탈당할가능성이높아진다.(7,8)

유럽에서실시한한연구에따르면, 장애인의사회참여를저해하는장애요인

으로교통수단이자주언급되었다고한다.(9) 또미국의조사에서도미흡한교통

편의시설이장애인의구직의욕을꺽는두번째로높은이유 다고한다.(10) 일

부고도선진국에서조차, 대중교통편의시설의부족은그자체로접근성제한

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11)

의사소통 수단 및 정보에대한제한된접근성은많은장애인들의삶에

향을미친다.(12-14) 개도국과선진국에서공히청각장애인이나언어장애인등의

사소통에어려움을겪는장애인들은심각한사회적불이익을받을수밖에없

는상황이다.(15) 특히보건의료서비스, 교육등과지방정부와법원에서와같이

효과적인의사소통이중요한 역일수록이러한불이익의 향은크다. 

■청각장애인들은독화법(speech reading), 청각보조기기(ALD) 및실내의우

수한음향시설등이필요할수있다.(16) 또청각장애인과시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통해의사소통을하므로, 수화및국어가모두사용되는이중언어교

육이필요하며, 촉각혹은손을사용하는통역사를포함한수화통역사가필

요하다.(17, 18)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추정치에

따르면, 2005년현재전세계약 2억 7천 8백만명이양쪽귀에경증혹은중

증청각장애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19)

■시각장애인혹은저시력장애인의경우, 점자교육과점자출력기가필요하

며, 점자도서, 녹음도서나 확대인쇄도서, 화면 낭독기, 확대 독서기

(magnification equipment)를제공하는도서관시설에접근할수있어야한

다.(20, 21) 안질환이나교정되지않은굴절이상등으로인해시력에손상을입은

인구는전세계적으로약 3억 1천 4백만명에달한다. 이중, 4천 5백만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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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맹이다.(22, 23)

■지적장애인은명확하고단순한언어로표시된정보가필요하다.(24) 또, 중증

정신장애가있는사람의경우, 이들과의사소통을잘할수있는기술과효

과적인의사소통에자신이있는보건의료전문가의도움이필요하다.(25)

■언어장애인의경우, 이용가능한 ‘보완및대체의사소통’ 시스템이필요하

며, 나아가이러한의사소통수단을통해생활하고, 학교에가며, 일을할수

있는환경이마련되어야한다. 보완및대체의사소통으로는커뮤니케이션

화면, 수화, 음성산출보조기(speech-generating devices)등이있다. 

실증적증거에따르면, 장애인들이비장애인에비해정보통신기술활용률

이현저히낮다고한다.(26-29) 심지어전화기나 TV, 인터넷과같은아주기본적인

제품및서비스조차이용하지못하는경우도있다. 

선진국에서실시한디지털매체접근성및사용에관한조사에따르면, 가정

내에컴퓨터가있는장애인의수가비장애인수의반에불과하며, 가정내인터

넷설치율은이보다더낮다고한다.(30, 31) 정보격차는단순히컴퓨터나접속기기

기반시설등에의물리적접근성뿐만아니라, 사회통합에장애가되는,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요인들, 예를들어문맹률과같은여러요인들과관계가

있다.(31-36)

건물과도로의장벽에대한대처

UN장애인권리협약이전에접근성개선수요를해결하기위한주요도구는

UN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Rules on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이었는데, 이규칙은

시행메커니즘이미흡했다. 2005년 114개국을대상으로UN에서실시한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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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국가가접근성증진정책을가지고있긴하나, 실질적인접근성개선은

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37) 조사대상이된국가들중, 54%는옥외환경이나

거리의접근성규칙은없다고답했으며, 43%는공공건물에대한표준이부재

하고, 44%는학교, 보건의료시설및기타공공서비스건물에대한지침이없다

고응답했다. 뿐만아니라 65%는접근성관련교육프로그램을시행한적이없

으며, 58%는접근성개선을위해책정된재원이전무했다. 44%의국가에서장

애인접근성문제를모니터링하는정부기구가마련되어있긴했으나, 옴부즈

맨제도, 중재위원회, 독립적인전문가위원회를갖춘국가는소수에불과했다. 

제도적장치와정책안을수립하는것과이를실제로시행하는것사이에는

차이가있으며, 이러한차이는다음과같은다양한요인에서기인한다. 

* 재원부족

* 계획및설계역량미흡

* 연구조사및정보부족

* 기관간협력미흡

* 집행기구의부재

* 사용자참여부족

* 지리적, 기후적한계

* 기획자, 건축 - 건설기술자교육과정에장애이해교육부족

20~40년전부터접근성관련법률을가지고있던국가들을포함해, 접근성법

률을갖춘국가들이제출한보고서를보면, 법률준수수준이아주낮다는점을

알수있다.(38-41) 스페인 71개도시의 265개공공건물에대한기술조사에따르면,

법률이명시한준수사항을 100% 준수한곳은단한곳도없는것으로나타났으

며,(40) 세르비아에서실시한조사에서는실제준수율이 40%에서 60%인것으로

나타났다.(40) 호주, 브라질, 덴마크, 인도, 미국등다른많은국가들도역시비슷

한준수율을기록했다는보고가있었다.(39,40,42,43) 따라서접근성관련법률과규정

의효과적인집행방법을모색하고, 관련정보를전세계적으로확산시킬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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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요가있다. 

효과적인정책개발
선례를 살펴보면, 자발적인 접근성 개선 노력만으로는 장벽을 제거하기에

불충분함을알수있다. 따라서구속력이있는최소표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미국의경우, 1961년자발적접근성표준이처음도입되었다. 그러나

이표준이실효성이없다는것이명확해지면서, 연방정부건물모두에적용되

는첫번째접근성보장법이 1968년통과되었다. 그리고나서이표준은대체적

으로준수되었다.(44) 초창기부터관련조치를채택한대다수의국가에서, 접근성

표준은대중시설 역에서시간이흐를수록발전했다. 최근브라질과같은일

부국가에서는해당법률의적용범위를대중들이이용하는개인사업까지포괄

할수있도록확대했다. 

신축의경우접근성표준의모든사항을완전히준수하려면대략전체비용

의 1%정도가소요된다.(45-47) 기존건물의접근성개선의경우, 기술적한계, 역사

보존문제및소유주의경제력유무등에따른융통성이필요하다. 1990년제정

된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95년 국의장애인차별금지

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과 같은 법은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s)’, ‘과도한부담이없이(without undue hardship)’, ‘기술적으로

불가능한(technically infeasible)’과같은법률용어를도입했다. 이용어들은기

존구조물의장벽을제거함에있어법적으로수용가능한방식을설명하고있

다. 예를들어 ‘과도한부담이없이’라는용어는, 기존건축물의특성으로인해

개조에비용이많이드는경우대기업보다는소규모사업장에게보다넓은융

통성을허용하는의미가있다. 

접근성개선의첫단계에는, 모든부분에대한완벽한접근성확보를요구하

기보다는, 법률과표준이적용되는건물의범위를늘려가는것이오히려바람

직하다. 개도국의경우우선순위설정전략과점진적목표상향방식을통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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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자원을최대한활용할수있다. 정책과표준은농어촌지역의재래식건축

물을다른건축물과다르게다룰수도있다. 즉처음엔 1층및공중화장실에대

한접근성에초점을맞추고, 이후한시적으로다양한접근방식을시도해본후,

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보다광범위한표준을도입해볼수있다. UN장애인권

리협약에서는이러한전략을 ‘점진적실현(progressive realization)’이라고지칭

한다. 

표준개선
접근성에대한표준을통해무장애환경을만들수있다.(38-40) 기존의표준평

가에따르면, 표준이존재하는것을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또표준에

대해알고있는사람들은, 표준의적절성, 특히임시거주지나전통양식의건축

물이있는농어촌지역을비롯해자원이빈약한환경에서해당표준이적절한

것인가에대해우려를제기했다. 예를들어, 구조대원들은난민촌및자연재해

후재건프로젝트가진행중인지역의경우, 접근성표준을적용하는것은부적

절하다고보고했다.(48)

오늘날적용하고있는표준은광범위한합의과정을통해개발됐다. 장애인

의참여는표준을개발하는데있어, 실제이용자의욕구에대한통찰력을얻기

위해서중요하다. 그러나표준에대한체계적이고, 증거에입각한접근방식도

필수적이다. 고소득환경에서실시한기술접근성조항에대한평가에따르면,

휠체어가지나가는공간확보표준이지나치게낮은경우가많다.(49,50) 휠체어의

대형화등보조기기의변화하는특성을감안할때, 접근성촉진방식에대해보

다많은지식이요구되기도하고, 새로운지식을표준에적용시키는데까지걸

리는시간차도있어, 이러한어려운점이발생한다. 

신규건축물접근성의기본특성은다음과같다.

* 경사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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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횡단보도

* 출입구접근성확보

* 모든공간으로의이동편의성보장

* 화장실과같은공중시설에대한접근성

아시아태평양지역 36개국에서취합한데이터에따르면, 72%가건축물환경

이나대중교통혹은이두부분모두에대한접근성표준을가지고있다고한

다. 표준의내용과범위에관한평가는이러한규범의적용범위를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51) 대부분의접근성표준이이동약자의욕구에맞춰져있다. 예를

들어, 관련표준들은휠체어및보행보조기기사용자들에게필요한충분한공

간확보에관한다수의기준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위험요소를피하고길을

찾는데있어, 감각장애인들의요구를충족시키는것도중요하다. 이를위해서

시각경보장치나표지판의명암개선, 점자표지판, 유도블록및은행의현금자

동입출금기나자동발권기등쌍방향기기의듀얼모드와같은의사소통수단

이고안되었다. 

접근성표준에서인지장애나정신장애가있는이들의욕구를충족시키는

항목이명시된경우는드물다. 유니버설디자인지침은접근성표준에서고려

될수있는부분들, 예를들어길찾기지원개선및스트레스감소와같은문제

들을다룬다(52). 

개도국의농어촌지역건축물들에적용될수있는적절한표준이필요하다.

인도구라자트의농촌마을접근성에대한연구는자원이풍부한도심지역에

서실행되는관행이이러한농촌마을에는적합하지않다고밝히고있다.(53) 또

그밖에, 개도국장애인의접근성에대한다른연구들은물의위생이나사용(54, 55)

을중점적으로다루며, 간단하고비용이저렴한해결책을통해화장실설비, 물

통, 수돗가나그밖의다른시설들의접근성을확보할것을제안했다. 

접근성에대한표준들은난민촌이나임시거주지, 자연재해후재건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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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진행중인지역에도필요하다. 인도와남아프리카의임시거주지에관한

연구에따르면, 가난한농촌지역과마찬가지로이런지역에는도시와는다른

접근성표준이필요하다. 예를들어, 재래식화장실에대한접근성보장및휠체

어나보행자에게장애가되는덮개가없는하수구문제를극복하는일등이다.

이러한공동체에서의심각한안전상및사생활상의장벽은일상생활상의자립

만큼이나중요하다.(56) 전세계 400여개이상의단체들이공동제작한 (긴급구호

공통표준을담은) ‘스피어소책자(Sphere Handbook)’에서는재난대응시필요

한최소한의표준을제시하고있으며, 장애인의욕구충족에대한접근방식들

을포함하고있다. 이소책자의 2010년개정판은장애를물공급, 위생, 양, 식

품원조, 보호소나보건서비스를비롯한모든주요분야를망라한이슈로바라

보아야한다고제안한다.(57)

자국의문화적경제적상황을반 한개도국의표준과달리, 선진국의표준

들은접근성표준의 ‘국제적통합(global convergence)’(8)을추진해왔다.(58) 이런

흐름이많은국가의접근성법안및표준의실행미비를설명할수있는지여부

는추가연구가필요한부분이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위원회에

세계모든지역이참여하진않지만, 기구차원에서합의과정을거쳐국제접근

성표준을개발했다.(59) 국제기구및지역기구들은각회원국가들에게권고사

항을제시함으로써, 표준의개선을촉진할수있다. 접근성네트워크를위한유

럽컨셉(European Concept for Accessibility Network)은이방법으로기술매뉴

얼을출판함으로서각기구들이유니버설디자인을접목한표준과규정을개발

할수있도록도왔다.(60)

건축물관련정책발전단계및가용자원의수준은각기다르며, 문화적인

차이도존재하기때문에, 각기다른상황에적합한표준개발을위한국제적인

노력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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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규정의시행
UN장애인권리협약의보고지침은각당사국들이 9조(접근성) 목표달성에

대한진전도를보고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체계적인비교는어렵더라도, 다

음과같은몇가지관행들을통해시행결과를개선할수있다. 

■법적구속력이있는접근성표준을명시한법률이실질적인접근성보장

에가장효과적이다. 세계최초의접근성표준은미국에서수립한자율준수

표준으로채택수준이매우낮았다.(44) 다른국가에서도자율준수표준은비

슷한결과를낳았다.(39-41, 61) 표준과그준수는법으로규정되고강제되어야한

다. 

■철저한설계점검및검사를통해건축물완공일부터접근성이보장되도록

해야하며, 이를위해접근성표준이건축관련규정의일부가될필요가있

다. 건설사나개발업체들이규범을준수하게하기위해해당건축물이표준

에부합하지않을경우, 해당공사불허나해당건축물사용불허를통해해

당건축물공사를지연시켜야한다. 설계점검및검사가이루어지지않을경

우, 법을통해이에대해처벌하고, 법준수여부확인및위법사항시정메커

니즘을마련해야한다. 보건의료시설, 교통시설및학교와같은정부출연기

관에서도건축물승인과정에참여하고, 일관된표준을바탕으로공사계획

을검토할수있다. 

■접근성 감사는장애인단체가진행하거나개별시민이수행할수있다. 이

러한감사제도는건설업체들이관련법규를준수하도록하는데도움이된

다. 예를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장애인을위하여일하는그룹들이주요호

텔에대한감사를진행하고있다(Box 6.3 참조).

주요기관들
접근성관련기구들, 특히공공건물건축자금지원기관및법, 규칙, 표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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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6.3. 말레이시아무장애건물

말레이시아의 법률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변화해 왔다. 1990년과 2003년 사이, 말

레이시아는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성에 대한 실무표준규정을 도입하고 이를 개

정해 왔다. 2008년 장애인법이 도입되었는데, 이 법률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반 해, 공공시설물, 주택, 교통수단 및 정보통신 기술과 교육, 고용, 문화생활 및

스포츠에접근할장애인의권리를증진한다.

말레이시아정부는장애인의욕구에대한대중의인식을제고하고젊은설계사

들이 보다 혁신적이며 장애인을 포용하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에 우

선순위를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지방 정부는 건축가들과 시공사들의 설계가

말레시아 실무표준규정을 준수한 경우에만 공사 허가를 하고 있다. 건물이 완공

되고 나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용 편의를 시험해 보는‘접근성 감사’가 실시된

다. 이 감사의목표는다음과같다. 

■ 건설사와건축사들의장애인을위한무장애환경에대한인식제고

■신축과개보수의경우모두유니버설디자인컨셉을적용하고, 장애인관련실

무표준규정을준수토록함

■기존건물에대한접근성평가및개선사항권고

대학의 건축학과는 학생과 현직 건축사들 모두를 위한 교육과 연구 노력의 중

심이 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제 이슬람 대학은 최근‘무장애 건축(barrier-

free architecture)’을 건축학과 학부 과정의 선택 과목으로 편성했다. 또한 동

대학의 컬리야 (Kulliyyah) 건축 및 도시 디자인 학교의 새로운 Kaed 유니버설

디자인학과는다음사항을추구한다. 

■ 아동, 장애인, 노인을위한디자인문제에대한인식창출

■신기술연구및개발

■정보보급

■설계전문가및대중을대상으로설계규칙에대한교육



시행을모니터링하는기관들의활동조율을담당하는정부기구를지정할수

있다. 이담당기구는접근성문제를전문교육과정에서다루도록하기위해, 설

계사, 기업활동, 서비스관련자격인증과정을감독할수있다. 

접근성프로그램시행을위해서는주요담당기구및여타유관기구들에대

한적절한자금지원이필요하다. 재원의효율적배분을위해, 다양한예산항목

을동원해적절한자금지원메커니즘을수립할필요가있다. 접근성관련법률

에법을준수하지않는데대한과징금제도가규정되어있긴하나, 자원이부족

하면법자체가시행되지못할수도있다.(38)

모니터링
접근성관련법률및표준시행평가와모니터링은, 장애인의접근성이꾸준

히개선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한다. 미국의국가장애위원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62,63)와같이, 되도록이면정부외부에존재하는공정한모니터링기

구를지정하고, 이기구가접근성관련법률과표준의추진정도를장기적,독립

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자금을지원하고개선을권고하도록한다. 단, 이기구

는주요구성원이장애인이어야한다. 이러한모니터링과정이없다면, 정부가

완전한접근성을위해노력하도록압박할수단이없을것이다. 

공식적인모니터링기구이외에도이과정을지원할수있는현지단체들의

네트워크도필요하다. 이러한네트워크는정보를공유하고, 건설관련지방공

무원들이건설계획을점검하는과정을도울수있어, 공무원이나설계사들이

관련지식부족으로법의목적을저해하는것을막을수있다. 

■노르웨이의경우, 모니터링을통해접근성설계를실행하는지역이거의없

는실태를파악한후, 노르웨이정부는지역사회가장애인접근성개선에보

다힘쓸수있도록전국적인시범프로젝트를시작했다.(64)

■캐나다위니펙에서는현지실천그룹이지자체와공동으로접근성장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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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평가를진행하고이런장애요인들을제거하기위한권고안을제출했

다.(65)

■우간다 캠팔라 지역의 경우, 우간다 전국지체장애인협회(Uganda National

Association on Physical Disability)는정부와공동으로접근성표준을개발한

후, 국가접근성감사팀(National Association Audit Team)을출범시켰다.(66)

장애인과일반시민들이항상접근성환경을예의주시하고, 건물소유주가

의무사항을이행하지않는경우, 법적행정적조치를통해시정을요구하는역

할을하는것이중요하다. 규칙과권고, 강력한이익단체들의노력이병행될때

접근성환경은가장효과적으로개선될수있다(Box 6.3 참조).(67)

교육과캠페인
접근성욕구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유니버설디자인에대한이해를증진

함에있어, 시행절차에대한기술적지원과더불어교육은아주중요하다. 접근

성법안및표준시행과관련된모든관계자들, 즉, 장애인, 디자인교육자및전

문가, 정부감독당국자, 사업체운 자및소유주, 건물개발자와협력업체종사

자를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다(Box 6.4 참조)

Box 6.4. 인도의모두를위한환경만들기69

인도에서는 1995년 제정된 장애인법과 접근성에 관한 건축조례에 접근성 보장

에 관한 기본 조항을 두고 있다. 현지 개발 단체인 개발 교육 기구 우나티

(UNNATI)가 인도 구자라트 지역의 네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물리적

접근성을 장애인 권리 주류화를 위한 핵심 부분으로 밝히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내 건축물 접근성에 대한 인식제고, 현지 실천 역량 배가, 권리옹호를 위한

전략동맹구축을위해착수되었으며, 다음과같은활동을전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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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시공사, 설계사, 공학 전문가, 장애인, 개발 및 재활 전문가들로 구성

된비공식‘접근성인적자원그룹’구축

■접근성개선을위한실천과제를강조하는대중행사개최, ‘모두를 위한접근

성’이란 메시지를 강조. 이 캠페인은 사용자 그룹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공

동행동을하면서큰 향을미치게되었음. 

■ 미디어교육시행

■장애와접근성에관한국가정책을비롯한접근성관련워크샵개최

■교육자료제작

위접근성그룹은우선공공기관및민간기구와접촉해접근성개선필요에대

한 인식 제고에 힘썼다. 2년이 채 되지 않아 이들은 접근성 감사 요청을 받았으

며, 감사를 진행하면서 접근성 그룹 회원들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기술적 권

고안을개발했다. 

2003년과 2008년 사이, 공원, 관공서 건물, 교육기관, 은행, 교통 서비스, 개

발 기구, 대중 행사 등에서 35회의 감사가 진행됐으며, 그중 약 반수의 장소에서

개선이이루어졌는바그개선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 접근성이보장된주차공간, 경사로, 리프트설치

* 접근성이보장된화장실설치

* 카운터높이조정

* (시각 장애인용) 촉지도(觸地圖) 제공및표지판개선

예를들어, 정부의지원을받아, 주 수도인아메다바드공무원을위한주행정연

수원(State Administrative Training Institute)이 접근성이 보장된 건물 모델이

되었다. 건물 개조프로그램을시행하려면표준규격에관한권고사항시행을지

원하기 위한 정기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사용자와 해당 공간의 매니저가 접

근성의특성을잘인식할때, 접근성이가장잘확보된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가와 시공사에게 1995년 장애인 법 및 지방조례의 접근성

조항 준수 방법을 보여주었다. 아메다바드의 한 디자인 학교는 현재 유니버설 디

자인을 선택 과목으로 개설했다. 장애인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 받고, 안전과 편안

함, 독립성을 보장받음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접근성 사항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새로운 장애가 야기되었다. 접근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의정보가제한적이기때문에, 표지판표준은잘지켜지지않고있어시각장

애인의접근성이슈는여전히문제로남아있는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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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디자인채택
유니버설디자인은개도국에서도실용적이며비용합리적인디자인이다.(53,54)

저소득환경의사례는다음과같다. 

■공동수도수동펌프옆에설치한좌식플랫폼(seating platform).이플랫폼에

서휴식을취하거나이플랫폼을딛고올라가몸집이작은아이들도펌프를

사용할수있다.(54)

■휠체어사용자들의편의도모를위한수도펌프포스트의경사로및콘크리

트에프론. 바퀴가달린대형물통을활용할수있게되어수도펌프장까지

왕복하는횟수를줄일수있게되었다.(53)

■변기사용을쉽게하기위하여재래식변소에벤치형변기설치.(54)

유니버설디자인은유사시건물탈출시에도주요하게활용된다. 대형재해

가일어난경우, 장애인과노인들은주로뒤쳐지게된다.(70) 또산소호흡기에의

존한사람들이미처준비가안된긴급구조대원들에의해이송되는경우등여

러가지문제들이야기될수있다.(71) 비상시에보다용이한대처를하기위해건

물디자인을개선하고, 훈련을실시하며, 준비태세를가동하는등많은장소에

서다양한노력들이진행되고있다.(72,73) 또비상대피시에감각장애및인지장

애가있는사람들이비상사태에대해인식하고뒤쳐지지않도록하는신기술

과더불어유니버설디자인은원활한의사소통과보조를가능하게한다.

대중교통시설의장벽에대한대처

전세계적으로, 접근성보장교통시스템개발의주안점은다음에맞춰져있

다. 

■대중교통인프라및서비스에대한접근성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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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위한 ‘특수교통서비스(special transport services)’마련

■정책, 관행및서비스이용을개선하기위한캠페인과교육프로그램개발

이러한목표의장애물들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미흡 - 접근가능한교통시스템에관한법률이존재하

더라도해당법의준수정도가낮으며, 이러한현상은개도국에서더욱심각

하다.(7, 74) 유니버설디자인의이점이대게잘알려져있지않기때문에, 버스

입구의승강대의높이를높여접근성제고뿐만아니라모든승객의탑승시

간을절감하는것과같은유니버설디자인의컨셉이정책에반 된경우는

많지않다.(7)

■특별교통서비스 및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택시 확보의 어려움 - 특별교

통서비스는장애인과그밖에대중교통및개인교통수단을혼자서이용하

기 힘든 교통약자들을 위해 고안되었다. 특별교통서비스와 택시는 이른바

‘수요응답형교통수단(demand-responsive transport: DRT)’으로, 고객의요청

이있을경우에만서비스를제공한다. 그러나장애인접근성시설을갖춘차

량은값이비싸고, 위교통서비스를이용할경우서비스제공자에게지불해

야하는비용도높다. 예컨대인구노령화등으로인해이서비스에대한수

요가증가하게되고특별교통서비스를공공기관이제공하게되면, 이로인

한경제적부담도높아져해당서비스의지속적인제공이어려워질수있

다.(75, 76)

서비스이용자의입장에서보면, 수급자격요건이나운행지제한때문에서

비스가용성에한계가있다. 택시는대중교통접근성을보완해줄수있는아주

좋은방식이긴하나, 장애인접근성시설을갖춘택시가많지않을뿐만아니라,

택시운전사들이장애인을차별하는사례도빈번히보고되고있다.(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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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장애 및 정보 접근성 확보의 어려움 - 장애인의교통수단이용시

전형적인장애물로는운행노선시간표의비접근성, 차량경사로설치부족,

승강장과차량간큰간격, 버스내휠체어고정시설부족, 장애인편의시설

이없는정류장과역등이있다.(7, 79)

기존의통근열차및페리호의경우, 승강장높이, 승강장과차량간격차, 차

량설계구조등의다양성으로인해장애인접근성제한이특히심각하다.(80) 시

각장애인과노인을위해서는차량난간색깔의보다뚜렷한명암대비나조명

개선등시각적환경의개선이요구된다.(8)

■이동경로(travel chain)의연속성미흡

이동경로란출발지점에서목적지까지여행을구성하는모든요소를의미

한다. 즉보행로, 차량, 환승지점등이포함된다. 만약이동경로에서한군데라

도접근이어려우면이동이전체적으로어려워지게된다.(81) 다수의대중교통제

공업체들, 특히개도국의경우접근성시설을부분적으로만제공해왔다. 예를

들어, 각노선마다제한적인수자의접근가능한차량이배치되고, 주요역들을

중심으로접근성개선이이루어지고, 신규노선에만접근성이보장되는경우

가있다. 

그러나, 전체이동경로의접근성이보장되지않는다면, 이런노력의효과는

완전할수없다. 접근성을가로막는장애물이이동경로에존재하게되면, 경로

를바꿔돌아가야하며, 그결과이동시간이늘어나게된다. 따라서목표는사

람들이보행환경은물론모든차량과서비스 역을이용할수있게하는데있

다.(82) 그러나점진적인실현이가장현실적이고단기적대안이라고할수있다. 

■보행 접근성 미비 - 이동경로의연속적인접근성을가로막는주요한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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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바로접근불가능한보행환경이다. 특히역주변을중심으로이러한문

제가더욱심각하다. 공통적인문제점은다음과같다. 

* 포장된인도의부재혹은유지보수가되지않은포장길

* 접근불가능한육교나지하도

* 역과정류장주변의복잡한보도

* 시각장애인및시청각장애인에게위험이될수있는요인들

* 교통통제시스템미비

* 시각장애인도로횡단시보조시설부족

* 위험한교통습관및문화

이러한문제점들은저소득국가의도심지역에서특히심각하다. 

■관계자들의 인식 부족 및 기타 장벽들 - 차량운전자들이기설치된접근

성시설물의사용방법을모르거나승객들을존중하며안전히탑승하도록

도와주는방법을모르는경우가많다. 버스정류장에정차를하지않는등차

량운전자들의노골적인차별행위도드물지않다. 운행규칙이장애인보조

필요성과상충되는경우도있다. 많은장소에서서비스관련문제점을파악

하고해결하는정해진절차가따로없는것도문제이다. 개도국의경우에는

과다한승객수가장애인승객에대한운전자의부당한대우를야기하는주

요원인이되고있다. 

정책개선
장애인권리와관련된전반적인법률에교통접근성을반 하게되면장애

인접근성향상에기여할수있다. 그러나비용문제나그밖의요인들을감안할

때, 선진국의 접근성 표준을 저소득 국가 및 중진국에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

다.(7) 개도국은개도국의상황에맞는해결책이필요하다. 원조프로그램을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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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대중교통시스템에대규모자금지원을하는경우, 해당시스템의접근

성을요구할수있을것이다.

관련법을제정하고해당법의시행을확실하게하기위해서는전국적, 지역

적으로조정된정치적활동이필요하다. 특히지역활동은새로운시스템기획

단계뿐만아니라, 향후시스템운 단계에서도 (관련법률이준수될수있도

록) 꾸준히감독하는것이중요하다. 많은국가에서전국단위의조직들은장애

인접근이가능한교통시스템에대한전문성을갖추고있다. 이들은이러한전

문지식을활용해, 정부자금지원을받아우수사례에대한보고서를만들고이

를배포하며교통업체나지역사회의장애인단체들을대상으로훈련프로그램

을제공하고있다. 

자금지원에관한국가의법규는지방의교통당국이장애인으로구성된자문

기구를설치할것을의무화할수도있다. 

지방교통정책에있어요금구조도중요한부분이다. 러시아연방에서처럼

지방정부나중앙정부에서자금지원을함으로써장애인에게요금할인및대중

교통무상이용혜택을주는정책을마련하면, 장애인의대중교통접근성향상

에가장큰도움이될수있다. 

특별교통서비스제공및장애인접근성시설을갖춘택
시보급
교통기관들의 특별교통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런경우에는, 특별교통서비스제공에따른높은비용부담을감안해전체적

인교통시스템의접근성을증진시키는기관에게인센티브를줄수있다. 일견

특별교통서비스는대중교통수단에서장애요인들을제거하는것보다비용효

율적이고용이해보이지만이서비스에만의존할경우, 장애인이사회와격리

되는결과가초래될수있다. 또인구노령화추세를감안해볼때, 장기적으로

는오히려비용부담이커져지속적인서비스제공이어려워질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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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타는 공동밴 - 자격증을가진개인들이직접소유하고운 하는리프

트장착공동밴은, 초창기투자비용규모가작다는점때문에특별교통서비

스프로그램시행초기에는성공률이높은방식중하나이다. 인도에서는, 한

디자이너팀이소형밴을불과 224달러로장애인접근가능한밴으로개조하

는저렴한방안을고안했다.(83) 폭넓은승객층확보는, 장기적으로공동밴서

비스의지속적인운 에도움이된다. 브라질의쿠리티바의경우, 소유주가

직접운전하는리프트장착밴이정액제로운행되어승객층을확보해왔다. 

■접근성 시설을 갖춘 택시 - 장애인접근가능한택시는, 택시의높은수요

반응적성격을고려할때접근성이확보된통합교통수단의중요한부분이

다.(77,84) 택시와특별교통서비스제공은많은곳에서함께운 된다. 스웨덴을

비롯한많은국가는특별교통서비스의일환으로택시운행에크게의존하고

있다.(77, 85) 한편개도국의경우, 접근성시설을갖춘택시의도입은상대적으

로더디다. 면허규정을통해택시업체들의장애인승객차별금지를의무화

할수있으며, 업체가운 하는일부또는전부의차량에대하여접근성시설

을갖출것을의무화할수도있다. 국에서는택시접근성개선특별안을

시행해업체가보유한전체택시의 52%가장애인접근시설을갖추도록하

는결과를낳았다.(86)

■탄력적으로 운 하는 교통 시스템 - 혁신적인유니버설디자인을통해가

용성및비용을개선할수있다. 또정보기술덕분에운행경로를최적화하

고, 승객들을운행중인특정차량에실시간으로배정할수있게되었다. 스

웨덴에서처음개발된공동밴이용제도는이후유럽의여러국가에도도입

되었는데, 이 ‘탄력적으로운 하는교통시스템(Flexible Transport Systems:

FTS)’은택시요금의절반으로이용이가능한주문형서비스를제공하며, 예

약시간, 가용성, 이동경로등이아주탄력적으로운 된다.(85) 그러나접근성

을갖춘택시및탄력운 교통시스템의인프라에소요되는비용이개도국

에게는부담이될수있다(물론, 인도와브라질의저렴한밴솔루션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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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할수있는좋은사례이다). 이러한혁신적인방법이보다폭넓게수용

되고있음에따라, 비용을저렴하게하여저소득국가나중진국에서도이러

한방안을도입할수있는대책을모색할필요가있다. 

유니버설디자인과물리적장벽제거
기존시스템하에서모든차량입구를접근가능하게만들기위해서는새로

운차량구매가필요하며, 어떤경우에는정류장이나역을개조해야한다. 핀란

드헬싱키에서는, 이두가지방식을모두활용해기존의전차시스템의접근성

을확보했다. 길중간에위치한정류장은양쪽끝에짧은경사로가설치된안전

지대로, 횡단보도중간에서접근가능하다. 또이정류장은신형저상차량의

바닦면과같은높이이다. 승객들은보다안전한환경에서차량을기다릴수있

고, 탑승시계단을오를필요가없다. 

이동형리프트나수동접이식경사로를활용해기존차량에대한접근성을

제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런해결책은모든차량승하차시숙련된조수가반드

시있어야하므로임시방편으로간주해야한다. 리프트나경사로를이용해활

용할수있는높이가상대적으로높은소형승강장과같은수단도열차나버스

가승강장에정확히정차하기가힘들기때문에효과적인방법은아니다. 

■철로시스템 - 버스나전차는상대적으로낮은비용을들여개조할수있고,

새로운차량이유입되면서접근성상태가점차개선이될수있다. 그러나

기존철로개조는다음과같이다양한기술적어려움이수반된다.(80)

- 매역마다다른차량과승강장의높이차이(87)

- 휠체어탑승에필요한충분한차량공간확보

- 역내각기다른높이의선로접근성

자동리프트기술, 브릿지플레이트, 경사로는승강장문제를극복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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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열차마다장애인용칸을몇몇제공하다가이러한열차칸의수를점차늘려

가는것도방법이다. 구형단층칸의경우, 기존좌석을없애거나기존좌석을

접이식으로교체하는등열차내공간확보를위해개조를할수도있다. 위아래

플랫폼으로움직이는승강장치를설치할수도있을것이다. 유용한초기조치

로는주요역에완벽한접근성시설을갖추게하고, 장애인접근가능한역에서

접근불가능한역사이를운행하는장애인편의시설을갖춘버스를운행하는

방법이있다. 

시간이지나면서, 보다많은역에장애인편의시설을갖춰나갈필요가있다.

교통접근성개선법률(Transportation Accessibility Improvement Law (2000)) 제

정이후, 동경지하철시스템의접근성은크게개선되었다. 2002년, 총 230개역

중 124개역에서리프트사용이가능해졌으며, 2008년까지총 188개역이리프

트를장착했다. 해당웹사이트를방문하면접근가능한이동경로에대한정보

도얻을수있다.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 중국베이징과인도뉴델리와같은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업그레이드하기위한주요프로그램을착수, 진행중인데, 주로

철로를활용한다.(88) 현재 ‘간선급행버스시스템(Bus Rapid Transit, BRT)’이중

앙아메리카와남아프리카, 아시아등개도국을중심으로크게각광을받고

있다. 장애인접근성을위해서는저상버스가운행된다. 장애인접근가능한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은브라질쿠리티바, 콜롬비아보고타, 에쿠아도르키

토에건설되었으며, 최근에는인도의아메다바드, 탄자니아의다르에스살

람에도도입됐다.(88) 중요한국제행사를개최하는도시들은행사예상참가

인원의수를고려해새로운간선차로를설치하는경우가많다.(80) 기존택시

운전업자나현지거주민들로부터새로운서비스에대한저항이있을수있

지만,(89) 이러한프로젝트는국가전체적으로보급되어야할좋은모델이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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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교통수단 - 아시아도시에서주로운행되는릭쇼(rickshaw)나페디캡

(pedicab)이다른대륙에서도인기를얻고있다. 인도의한디자인팀에서장

애인들의승하차가용이한페디캡을설계해모든이용자들의편의를도모하

고운전자도편하게운전할수있게되었다.(83) 자전거나삼륜차, 스쿠터전용

도로를마련하는것도교통안전성개선에효과적이며, 이러한전용도로는

아시아에서주로이용되는대형삼륜차스타일의휠체어도편리하게이용할

수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 고소득국가의경우, 코펜하겐의지하철시스템과같이

유니버설디자인을채택한버스나철로교통수단이늘어나고있다.(76, 90, 91) 가

장중요한유니버설디자인혁신은저상교통편모델로중전철과경전철, 전

차, 버스등에적용되고있으며, 커브(curb)나도로면에서소형경사로등을

이용해해당교통수단에승차할수있다. 

그밖에유니버설디자인을적용한예는다음과같다. 

* 모든운송수단에리프트나경사로장착-일부가아닌전체에적용

* 경사로를활용한버스정류장의높이를높인승강대 - 이동약자의버스승

하차를돕고, 시각장애인과지적장애인이정류장을쉽게찾을수있도록

하며, 버스를기다리는승객모두의안전성개선(79)

* 대기시간에대한실시간정보

* 요금정산, 출입및발권시스마트카드이용

* 승강장가장자리에시각과촉각을이용해감지할수있는경보시스템설치

- 전체승강장에안전가드설치

* 확실한명암대조를보이는난간과포스트

* 시각장애인들이출입구를찾고버스번호를확인할수있는음성서비스표

지판

* 접근성시설이갖추어진노선과임시장애물(리프트일시고장등)에대한

실시간정보를제공하는웹사이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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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언급한유니버설디자인은대부분개도국에게는지나친비용부담이

된다. 따라서저소득국가및중진국에게는합리적인비용의유니버설디자인

이필요하다. 이런국가들에게적절하고비용절감적인방안을개발하고그효

과를시험하기위해더많은연구조사가진행되어야한다. 저렴한비용으로도

입할수있는유니버설디자인의예는다음과같다. 

* 첫번째계단의높이낮추기

* 버스입구의내외부난간개선

* 노약자전용좌석배치

* 조명개선

* 포장된도로가아닌경우, 높이를높이포장승강대설치

* 회전문제거

저렴한유니버설디자인의좋은모델로쿠리티바의통합시스템을들수있

다(Box 6.5 참조). 델리메트로는추가비용을거의들이지않고, 설계단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컨셉을반 했다.(43)

Box 6.5. 브라질의통합대중교통시스템

1970년, 브라질의 쿠리티바시에서는 설계초기단계부터 현대식으로 설계된 교

통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가 많았던 민 버스차로 시스템을 대체했다. 시민들이

민 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효율적인 대중 교통 시스템을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일반시민들도유니버설디자인의혜택을누릴수있게했다. 이 새로운시스템은

다음과같이구성된다.

* 도심으로바로연결되는버스전용차로

* 주요터미널로연결되는기존의시내버스차로

* 도시외곽지역에서운행되는도심연결버스

* 집 앞에서터미널까지운행되는콜택시및콜밴제도

모든터미널, 버스 정거장과차량은장애인접근가능하게설계된다. 다양한교

무 장 애 환 경 ｜ 371



통수단 이용이 가능한 터미널의 경우,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고속버스 정류장까

지 시내버스가 운행된다. 이러한 차량들은 대형‘버스 겸 열차(bus-train)’로 두

세 량으로 된 굴절 버스여서, 각각 250명에서 350명까지 태울 수 있다. 이러한

버스 열차는 승강장 간격을 연결하는 자동 브릿지 플레이트(bridge plate-가교

판를 통해, 높이를 높인 승강장으로 직접 타고 내릴 수 있다. 모든 고속버스 터미

널에는경사로나리프트가설치되어있다. 

또 개인 사업자들은이른바‘준택시(parataxis)’밴을 운행한다. 원래 이 시스템

은장애인들이집에서역까지편리하게갈수있도록하기위해마련되었는데, 수

요가 많지 않아 밴 수익성 창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 이 시스템은 모

든승객들이이용할수있다. 

쿠리티바 시스템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좋은 모델이다. 이 모델은 높은 접근성

을 보장하고, 시내 노선의 통합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또 고속버스노선 덕분에

보다편리한논스톱이동도가능해졌다. 각 노선별로차량들을색깔로표시를해

서 씨를읽지못하는사람들도쉽게구분할수있게하 다. 현재 간선급행버스

체계가새롭게등장하긴했으나, 쿠리티바의사례도좋은모범이된다. 

■ 개도국에서도, 설계 단계부터 전체적인 설계의 일부로 교통 시스템의 접근성

을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쉽게교통접근성을개선할수있다. 

■ 승강대 설치를 통해 승객의 편리하고 신속한 이동을 촉진하며 장애인에게는

완전한접근성을보장할수있다. 

■ ’튜브(tube)’역의 경우, 굴곡진 정거장 벽에 버스가 부딪치지 않도록 승강장

가장자리에서일정정도떨어진곳에고속버스가정차를해야한다. 쿠리티바

에서는, 이동약자의 차량 승하차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러 시설

들을 통해 장애인들이 교통 시스템 주변에서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긴

하지만, 감각 장애와지적장애가있는이들을위한더많은관심이필요하다. 

이동경로의원활한연결성확보
이동경로전구간에걸친연속적접근성확보는장기적인목표이다. 장기적

으로꾸준히개선을이뤄가기위해서는캠페인, 적절한자원배분이수반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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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정책결정및효과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이목표달성을위한방법에

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8, 92)

■장애인당사자들과서비스제공자들과의논의를통한우선과제결정

■일반적인유지보수및개선프로젝트에접근성개선을위한조치도입

■광범위한승객층에게혜택을줄수있는저비용의유니버설디자인개발. 이

를통해변화에대한대중적지지획득

포장도보와도로의질을개선하고, 경사로를설치하며, 교통시설에대한접

근성을확보하는것은이동경로면에서핵심적인부분이며장애인에게필수적

인요소이다. 각역의도보접근성을기획할때는고속도로부서, 현지사업체운

자그룹, 주차관리당국및공공안전부서등여러기관들이함께해야하며,

장애인당사자를기획과정에참여시킴으로서, 효과를배가시킬수있다. 또현

지주민의참여는위험한거리에있는횡단보도의위치파악등현지상황을이

해하는데도움이된다. 정부조직외부의독립적인도보설계전문기관도현지

설문조사및계획수립에도움을줄수있다. 

교육훈련개선
모든교통관계자들에대한지속적인교육을통해접근성체계를더욱발전,

유지시킬수있다.(92) 교육은우선관리자훈련부터시작해, 이들이법적의무사

항을이해하도록하여야한다. 현장에서직접근무하는요원들도장애의범위,

차별관행, 감각장애인과의소통방식및교통편을이용할때장애인이겪는애

로사항에관한교육훈련을받아야한다.(93) 장애인들도이러한교육프로그램

에참여하게되면유용한점이많으며, 이러한프로그램을통해교통업종사자

들과가치있는의사소통통로를마련할수있다. 장애인단체들은교통부서매

니저들과의협력하에다양한유형의장애인들이승객으로서교통편을이용하



면서차별관행이있는경우, 이를보고하는 ‘비 승객(secrete rider)’프로그램

을추진할수있다. 대중의인식제고도교육과정의일부이다. 예를들어, 포스

터등을통해승객들에게 (노약자) 우선석에대해홍보할수있다. 

정보및의사소통의장벽
접근가능한정보및의사소통기술은 (컴퓨터나전화기와같은) 정보통신기

술제품및 (전화통화및 TV수신등) 웹기반/전화기반서비스를포함한각종

정보통신기술서비스의설계와공급 역을아우른다.(94-98) 이는 TV 손잡이를돌

리거나마우스를클릭해서컨트롤하고검색하는등의기술과관련되며, 동시에

음향, 이미지, 언어등해당기술을통해전송되는컨텐츠와관련된다.

정보통신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3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복잡하고 빠르게

성장하는산업이다.(99) 갈수록증가하는사회의기본적인기능은정보통신기술

을통해조직되고전달된다.(100, 109) 은행거래기계로부터티켓발권기에이르기

까지공공생활의많은부분에서컴퓨터인터페이스가사용되고있다.(102) 자동

화는휴먼인터페이스를덜어줌으로서비용절감수단으로추진되는추세이다.

그러나이는장애인과특정일수행시반드시인간의보조가필요한사람들에

게는오히려해가될수있다.(103)

특히, 인터넷은보건의료, 교통, 교육및다수의정부서비스에관한정보를

제공하는채널로서그역할이갈수록증가되고있다. 대기업들은직원채용시

온라인지원제도에의존한다. 온라인상의일반정보에대한접근은장애인들이

다양한정보원에접근함에있어있을수있는, 물리적장벽, 의사소통의장벽,

교통의장벽을극복할수있게한다. 따라서정보통신기술의이용은사람들이

완전하게사회에참여하는데필요하다.

일단 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해지면, 장애인들은 웹사이트 상으로 제공되는

건강정보와기타서비스를소중히여긴다.(31) 예를들어, 정신장애인중인터넷

사용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95%가인터넷을사용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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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관련정보를얻고있다고답했다고한다. 이는일반인터넷사용자중 21%만

이인터넷을통해진단정보를검색한다고답한것과대조적이다.(104) 온라인커

뮤니티는청각장애인이나시각장애인, 혹은자폐증이있는사람들의자기역

량강화에특히도움이된다.(105) 직접대면에서겪는장애요인들을마주칠필요

가없기때문이다. 또격리생활을하는장애인들도인터넷을통해타인과소통

하고자신이남과다르다는점을공개할필요가없다는점에서인터넷의가치

를높이평가한다.(104, 106) 예를들어 국에서는, 국 방송사가장애인들을위한

‘아우치(ouch)!’라는웹사이트를개설하고,(107) 지적장애인을위한특별웹자료

를제작했다. 

미래 정보통신기술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이동성, 의사소통 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극복하게함으로써, 이들에게이익을줄수있다.(108) 정보통신장

비를제작하고서비스를보급할때, 개발자들은개발첫단계부터접근성의문

제를염두에둠으로써, 장애인이비장애인들과동등한혜택을누릴수있도록

해야한다. 

비접근성
전화기, TV, 인터넷등과같은주류정보통신기기및시스템은청각보조기기

나화면낭독기등보조기기/보조기술과호환이안되는경우가많다. 이를극

복하기위해서는다음이요구된다. 

■주류기기를가능한한많은사용자들이사용할수있게설계한다.

■기기호환성증진

■기기가보다광범위한사용자인터페이스장치에연결될수있도록한다.(109)

일상적인전기통신생활에서, 장애인들이접근성, 서비스의질, 가격측면에

서비장애인과동등한선택권을누릴수있어야한다.(28)

■시청각장애인을포함한청각장애인과언어장애인은음량과음질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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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음향출력장치및청각보조기기와호환가능한장비를갖춘공중전

화나개인전화가필요하다.(28, 110)

■많은사람들이통화내용을문자로보여주는장치가있는문자전화기나실

시간전화통화시수화를사용할수있는 상폰이필요하다.(111) 교환원의중

개서비스를통해서도문자폰과 상폰사용자들은일반적인음성전화기

사용자들과대화할수있다. 

■시각장애인혹은시청각장애인, 시각화된표시에접근할수없는모든이들

에게언어, 음성, 점자와같은여타선택권이주어져야한다.(112) 저시력장애

인을위해서는시각적인표시를사용할때, 자체나크기, 명암이나색상사

용을조절할수있어야한다. 

■손을사용할수없다거나상지절단장애가있는경우, 정교한손동작이필요

한기기들예를들어작은키보드등을사용할때어려움을겪을수있다.(113)

스위치의인터페이스, 대안키보드, 머리나눈의움직임을사용하는장치등

이이들의컴퓨터접근성을높이는해법이될수있다. 

■장애인의컴퓨터사용과웹페이지접근을위해, 화면낭독기나자막서비스,

일관된검색메커니즘과같은웹페이지디자인이필요하다.(114-116)

■노화로인해기억력이손상되는경우를포함한인지장애가있는사람들과

노인들은다양한기기나온라인서비스를이해하기어려울수있다.(117-120) 평

이한언어와간단한조작법이중요하다. 

자막이나음성해설서비스, 수화통역서비스가부족해청각장애인의정보

접근성이 제약되고 있다. 세계청각장애인협회(The World Federation of the

Deaf)가실시한조사에따르면, 93개국중 21개국만이현재방송중인프로그램

에자막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수화통역서비스가제공되는프로그램은

극히적은것으로나타났다. 유럽에서는민간방송사의전국방송프로그램중

10분의 1에해당하는프로그램만이자막을제공하고, 음성해설서비스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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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있는국가는 5개국에불과하며, 민간방송사가음성해설서비스를제공하

는국가는하나뿐인것으로나타났다.(28) 아시아실태에대한보고서에따르면,

TV 뉴스방송에자막이나수화통역을제공하는경우가극히제한적이라고한

다.(39) 이런서비스가가능한곳은대부분대도시에국한되어있다. 

더욱이인터넷 TV 프로그램의경우에는, TV 방송에서자막이나음성서비스

를제공했던프로그램일지라도인터넷상에서는자막이나음성서비스제공이

의무사항이아니다. TV 프로그램보급이확산되면서지상파방송에서케이블

이나인터넷으로, 아날로그방식에서디지털방식으로전환이되고있는추세

를감안해볼때, 방송통신규제정책을둘러싼불확실성이가중되고있으며, 이

런상황에서장애인들이자막이제공된프로그램을통한시청권을확보할수

있을지미지수다. 

접근성을갖춘공공웹사이트는극히드물며, 이런상황은민간사이트일수

록더욱심각하다.(28, 116, 121) 유엔의 ‘ 로벌감사(Global Audit)’는 20개국가에서 5

개분야를대상으로 100개의홈페이지를선정해조사했다. 이중, 3개웹사이트

만이접근성에관한가장기본적인등급인 A 등급을받았다.(2) 2008년에실시한

한연구에따르면, 가장대중적인소셜네트워킹사이트중 5개사이트는시각

장애인이접근할수없는것으로나타났다.(122) 장애인들이비장애인에비해웹

사이트이용률이현저하게저조하다는조사결과가있는데, 이는시각장애나

손을사용하기힘든이들의접근을막는장애요인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31)

청각장애인이나이동약자들은이같은장애요인의 향을받지는않지만, 사

회경제적요인이웹활용률을저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규제미비
많은국가에서정보통신기술과관련된법안은마련되어있지만, 해당법안

이접근가능한정보통신기술까지망라하는지여부는명확히문서화되어있지

않다.(51,123) 선진국에서도많은정보통신기술분야가기존법규의적용을받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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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현행규제가적용되기힘든몇몇주요분야를살펴보면, 기업체웹사이트,

이동통신서비스, 통신장비, TV 장비, 셀프서비스단말기등이있다.(124) 정보통

신기술이빠르게발전하면서기존규제는더이상유효하지않게된다. 예를들

어, 휴대전화는기존의통화서비스관련규제의적용대상이아니다. 나아가기

술발전과부문을초월하는융합으로과거에는명확했던경계가희미해지고있

다. 일례로인터넷통화는유선통신관련법의적용대상이아니다. 

정보통신기술관련표준의발전은공공숙박시설이나대중교통의접근성표

준발전에훨씬못미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36개국데이터를취합한결과,

8개정부에서만정보통신기술에대한접근성표준이나가이드라인이마련되어

있고, 26개국은물리적환경이나대중교통혹은이두가지에대한접근성표준

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51)

입법이나정책측면에서정보통신기술을부문별로접근하는데는어려움이

따른다. 정보통신기술과그적용의전체스펙트럼에대처하도록광범위한법률

을마련하는것은비실용적이고비효율적이다. 다양한부문에걸쳐동일제품

이나서비스에대한표준을일관되게마련하는것도이러한수직적접근방식을

통해서는달성하기힘든목표이다. 장비와서비스를구분해별도로규제하는

방식은컨텐츠제작, 컨텐츠배급및최종사용자장비를이용한컨텐츠전송등

모든공급망요소에대한접근성을담보하는데는도움이되지못한다.(124) 접근

성보장에필요한주요과제는공급망에유입되기훨씬전단계인제품과서비

스개발단계부터의사결정에 향을미치는것이다. 

TV와비디오에대한규제가기술과서비스발전속도에맞춰발전되지는않

는다. 예를들어, 컴퓨터나휴대용기기를통해시청가능한화상의접근성이늘

보장되는것은아니다. 1996년제정된미국전기통신법은전화통화서비스와

같은 ‘기본(basic)’서비스에대한규제내용을담고있긴하나, 인터넷과같이 ‘확

장된(enhanced)’ 서비스에대한규정은명시하고있지않다. 이때문에인터넷은

접근성관련규제가없는탈규제환경속에서크게번성하고있다. 서비스는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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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고기본서비스와확장서비스간의구분은점차무너지고있어규제의주요

한헛점이되고있다.(125) 미국웹디자이너가실시한한조사에서는디자이너들

은정부가요구를할경우에만,(126) 웹사이트를장애인접근가능한형태로제작

한다고밝히고있다. 탈규제와자율규제는장애인의접근성을의무화하는정부

의활동을제약할가능성이있다.(127)

비용
대부분의기술이용에는높은비용이소요되므로, 이또한장애인접근성을

가로막는요인이되고있으며, 특히저소득국가및중진국에서더욱그러하다.

특히, 중개기술및보조기술은비용이너무비싸거나아예이용이불가능한경

우도많다. 예를들어, 국의한조사에따르면, 장애인이인터넷을사용하지

않는가장큰이유는, 컴퓨터가격, 인터넷사용료, 보조기기등인터넷을사용

하는데드는비용이너무높기때문이라고한다.(128) JAWS와같은화면낭독기는

미화 1,000달러에육박한다.(102) 물론리눅스화면낭독기같은오픈소스버전이

있긴하다. 인터넷기반초고속브로드밴드기술이등장하면서, 기술이용격차

는더욱커졌다. 이기술을통해수화 상통화폰과같은장애인의필요를충족

시킬수있는서비스가가능해졌으나, 대부분이용이불가능하고, 설령이용가

능하더라도많은이들에게비용부담이커사용할수없는경우가많다.(129)

기술변화의속도
새로운기술의발전속도가너무빨라, 정보통신기술접근성을제고하기위

한보조기기는빠르게무용지물이된다.(130-132) 신기술이도입되는거의모든시

기에장애인들이그혜택을완전히누리지는못한다.(125)

처음부터접근성기능을갖춰설계된정보통신기술은거의없다. 컴퓨터하

드웨어나소프트웨어의한세대에서접근성문제를해결하는방법을찾아내더

라도차세대기술이등장하면, 똑같은방법을적용할수없다. 예를들어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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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업그레이되면, 이전세대소프트웨어는쓸모없어지게된다. 따

라서장애인이사용하는화면낭독기와같은주변기기도사용할수없게된다. 

정보기술장벽에대한대처

정보통신제품, 서비스와 (상업, 건강, 교육등) 다양한분야의광범위한스펙

트럼을감안해볼때, 정보통신기술접근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다부문적이

며다양한이해관계자를아우를수있는접근방식이필요하다. 정부, 업계, 최

종소비자모두접근성증진에역할을할수있다.(28,97,109,110,127,133,134) 예를들어장애

인의욕구에대한인식제고, 법규채택, 표준개발및교육훈련제공등의노력

을기울일수있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한파트너쉽의예가G3ict이다. G3ict는민관공동협력

체로, UN정보통신기술및발전을위한 로벌동맹(Global Alliance for ICT and

Development)에속해있다. G3ict가펼치는활동으로는, 다른무엇보다특별제

작된 ‘접근성관련전자자료집(e-accessibility toolkit)’등을보급해, 전세계정책

입안자들이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규정한정보통신접근성을실현할수있

도록 지원하는 것이 있다. 또 국제통신동맹(the International Telecommuni-

cations Union, ITU)과의협력하에, G3ict는최초의장애인디지털접근성지수

를개발중에있다. 이지수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비준한국가들이디지털

접근성과관련해협약에서명시한내용들을어느정도까지시행하고있는지조

사하는모니터링도구로, 총57개의항목에점수를매기게된다.(135)

정보통신접근성은, 시장규제와차별금지접근방식이소비자보호및공공

조달의관점과맞물려적용될때향상될수있다.(124) 호주에서는, 청각장애인소

비자가탄원을해서주류통신법안에통신사업자가비장애인과동등한조건

으로장애인에게필요한장비를제공할것을의무화하는조항을두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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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다는경쟁을통해서접근성을개선할수도있다. 일본의경우, 민원서비

스잡지에서 ‘e-city’ 대회를진행하고있으며, 여러지자체는접근성표준을포함

한정보통신분야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기위해노력하고있다.(136)

정보통신기술기반제품및서비스의생산자와공급자, 이러한정보통신제

품과서비스를활용하는이들은장애인이접근가능한정보통신기술을개발하

는데상호보완적인역할을한다.(124) 생산자와공급자는그들이설계하고판매하

는제품및서비스에접근성기능을반 할수있고, 정부, 은행, 교육기관, 고용

주, 여행사등은자신들이조달하고사용하는제품이장애인직원이나장애인

고객에게접근을저해하는장벽이되지않도록보장할수있다.

법률및법적조치
정보통신접근성문제에대해현재각국은비법률적인제도와함께상향식

법적 접근방식(bottom-up approach)과 하향식 법적 접근방식(top-down

approach)으로대처하고있다. 하향식접근법은정보통신제품과서비스생산

자에게직접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 TV 방송에자막을넣게하거나청각장애

인이전화를이용할수있게중계서비스(relay features)를제공하는것이그예

이다. 한편, 상향식접근법은정보통신접근성과사용자및소비자의권리보호

를명시한소비자보호및차별금지법등이그예이다. 예를들어대한민국의

경우, 2007년제정된장애인차별금지법및 2009년제정된국가정보화기본법에

정보접근권과합리적편의제공을모두규정함으로써두가지접근법을결합시

키고있다.

유럽에서실시한벤치마킹연구결과에따르면, 강력한법안과후속메커니

즘이있는국가일수록정보통신접근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137)

미국의 TV자막수신장치법(United States Television Circuitry Decoder Act)처

럼법을통해케이블TV 방송사가자막서비스와수신장비간호환성을보장할

것을의무화하고, 나아가 TV 제조사가자막을지원하는기술을사용할것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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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하는것도접근성개선의한방법이다.(126) 법을통해프로그램자막서비스

를의무화할수도있다. 예를들어, 2000년에제정된덴마크의라디오및텔레

비전방송에대한법은공공서비스TV 채널은자막제공을통해장애인의접근

성향상을도모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138)

공공웹사이트에대한접근성은장애인의평등권관련법안이나전자정부

혹은정보통신기술에관한광범위한법률등을통해보장될수있다. 기업웹사

이트에관한법처럼애매한차별금지법은효과를보지못한다. 법안이존재하

나규제에허술한점이있을경우, 개정을통해해결해야한다. 미국의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접근성법(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과연방통신위원회의음성인터넷프로토콜(인터넷을통해음성대화를할

수있는기술로시각장애인의접근성을향상시킴)이 1996년제정된전기통신

법제255항에해당한다는결정등이좋은예이다. 일부유럽국가의예처럼인

식제고, 교육훈련, 모니터링, 보고, 기술지침및표준제공, 라벨링등과같은

공공웹사이트제공자를위한다양한지원책을통해법의시행을지원할수있

다.(124)

몇몇국가에서는장애인차별금지법하의법적공방으로인해통신서비스가

개선되기도했다. 예를들어, 호주는 1995년에 Scott and DPI v. Telstra 사건에대

해내린결정에서통신접근권을인권으로규정했다.(100) 미국장애인법 4장은전

화서비스제공자들이청각장애인이나언어장애인들에게추가비용을부과하

지않고중개시스템(relay system)을제공할것을명령하고있으며, 지금까지

준수율은아주높다.(126)

준수를촉진하기위해법적조치를취할수도있다. 호주에서는 2000년시드

니올림픽에즈음해, 올림픽조직위원회의웹사이트가장애인의접근성을보장

하지않는다는이유로한남성이조직위를제소한역사적인사건이있었다. 이

에대해, 조직위원회는웹사이트를개선하려면엄청난비용이소요된다고주장

했다. 그러나결국인권및동등한기회보장위원회는조직위원회의과실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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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벌금형을선고했다. 캐나다에서도, 캐나다항공을제소한사건이있었

다. 캐나다항공사의항공권발권기가장애인의접근이가능하지않다는것이

이유 다. 캐나다교통국은이런부분이접근성을제한하는장애요인이라는것

은인정했으나, 발권기가유니버설디자인원칙을따르지않았더라도발권카

운터에서 담당자가 탑승권을 발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소를 기각했

다.(102)

시행메커니즘이법적조치를취하는장애인들을통해효과를발휘할수는

있으나, 이는비용과시간이많이소요되는방식이며, 원고측은관련분야에대

한상당한지식과확신이있어야한다. 지금까지얼마나많은제소가있었는지,

얼마나성공적이 는지, 또그과정이어떻게개선되었는지에대한조사자료

는없다.(126)

여러 가지 입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은 느리게 개선되어

왔다(Box 6.6 참조).(103) 앞서언급했듯이, 하향식입법과상향식입법이모두필

요하다. 그밖에도접근가능한기술과서비스개발을위한금전적인센티브등

도효과를거둘수있다. 여러가지환경에서다양한정보통신접근성관련분야

및부문에가장적합한입법기타조치들에대한보다진전된연구와정보가필

요하다.

Box 6.6. 접근가능한기술에대한법률140

미국에서와 같이,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은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하

는광범위한법률들로대처할필요가있다. 

조달 - 재활법 508항은 연방 웹사이트, 전기통신, 소프트웨어, 정보 데스크 등과

같은 전자기술 및 정보기술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연방 정부 기관들은 접근성을 갖추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전자 및 정보 기술을 구매하거나, 유지하거

나, 사용하지않아도된다.(139) 주 정부 및 지자체를비롯한여타관할지역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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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같은일부기관은 508항을전체적으로혹은부분적으로채택했다. 

자막 - 통신법(1996) 713항은 동 상 프로그램 배급업체들이 면제 대상이 아닌

모든 신규 제작 어 비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100% 자막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하고있다. 

응급 서비스 - 미국 장애인법(1990) 2편은 직접 전자타자기로 긴급통신수신처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 PSAP)에 접속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

다. 통신법(1996) 255항은 공중통신사는 긴급통신수신처에 대한 긴급접속서비스

를제공할것을요구하고있다. 

보청기와 호환 가능한 전화기 - 통신법(1996) 710항은 모든 필수 전화기와 미국

에서 제조되거나 미국으로 수입된 모든 전화기는 보청기와 호환되는 기능이 있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모든 유무선 전화기에 적용되며 특

정 무선 디지털 전화기에도 적용된다. 보청기와 호환 가능한 전화기는 보청기가

필요한 이들과 달팽이관을 이식한 사람들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

록, 보청기가전기적음향적으로연결가능해야한다. 

전기통신 장비 및 서비스 - 통신법(1996) 255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신 서

비스 업체 및 제조업체가 해당 서비스와 장비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

능하게만들것을요구하고있다. 

통신 중개 서비스 - 통신법(1996) 225항은 통신 중개 서비스의 전국 시스템을

수립하고, 공중 통신사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기금에 소정의

연납기부금을수익에비례하여납부할것을요구하고있다. 통신 중개서비스제

공업체는 사용자가 7-1-1을 누르면 중개통신 서비스에 접속해야 한다. 이러한 요

구사항은 통신 중개 서비스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해 준다. 즉, 사용자는 각 주마

다 다른 무료 전화번호를 기억할 필요 없이 간단히 7-1-1만 누르면, 해당 주의

지정사업자에게자동으로연결된다.(140)

TV 디코더 - 1990년에 제정된 TV자막수신장치법(The Television Decoder

Circuitry Act)은 13인치(330mm) 이상 모니터의 수신기에는 자막을 표시할 수

있는내장자막수신장치가탑재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는 또한 이러한 요건을 TV 수신 회로를 갖춘 13인치 이상 모니터의 컴퓨터에도

적용하고 있다. 내장 자막수신자치 요건은 세로 7.8인치 이상의 모니터를 갖춘 디

지털 TV 세트 및 디지털 셋톱 박스에도 적용된다. 이 법안은 동 상 신기술이 개

발되더라도해당동 상에는자막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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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들
UN 장애인권리협약제9조는유니버설디자인과기술표준개발을요구하고

있다. 사용의편리함이더중요하게되었지만, 지침과표준은제품안전전반과

관련이된다. 표준제정기구들은유용성및정보통신기술의표준개발에의이

해당사자참여에큰역점을두고있다.(127) 설계자들과제조업체들은자율적표

준을주장하며, 의무적지침은혁신과경쟁을제한할수있다고말한다. 그러나

법에명시되어있지않는한, 표준준수에는한계가있을수있다. 

접근가능한정보통신인증과라벨링은접근성제고에도움을줄수있다. 미

국의 1998년개정재활법은접근성위원회(Access Board)가기술적기능적표준

을비롯한정보통신기술표준을출간할것을요구하고있다. 미국시장의규모

를감안해볼때, 미국에서실시되는효과적인규제를통해기술부문에서접근

성개선이추진될수있으며, 이러한기술은전세계적으로도실시되게될것이

다(Box 6.6 참조). 

나라별로접근성성취수준은다르며, 다른나라에서이용되고있다고하여,

개도국에서도모든기술들이접근가능한방식으로활용되고있진않다.(97, 109, 110,

130, 132, 141, 142) 현재WCAG 2.0으로전환되고있긴하나, 웹컨텐츠접근성가이드라

인(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1.0은여전히대부분국가의

표준으로남아있다. 여러가지표준을절충하기위한노력이진행중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708항과WCAG 2.0의접근성요건과의절충안을마련하기위한노

력이계속되고있다.(143)

접근가능한정보통신기술제품과서비스에대한기술표준의주요한두개

발자는 W3C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3C web accessibility initiative)(144, 145)와

DAISY 컨소시엄(Box 6.7 참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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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6.7. DAISY (접근가능한디지털정보시스템: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음성 도서(talking book) 도서관들의 DAISY 컨소시엄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음성 도서로 전환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한 몫을 하고 있다. 1996년에 출범한 본

컨소시엄의 목표는 모든 출판 정보가 접근성을 갖추고, 내용이 풍부하며, 검색 가

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 인쇄물을 읽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이는 또한 비장애인을 위해서도 동시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2005년에 해리포터와 혼혈왕자(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가 DAISY 형식으로 제작되어 시각 장애 아동들은 해당

도서가출시된바로그날이이야기를접할수있었다. 

이 컨소시엄은, 개도국에서도, 도서관 건립과 개선, 직원 교육, 현지 언어로 제

작한소프트웨어와컨텐츠생산, 관련 조직네트워트구성등여러활동을전개하

고 있다.(141) 컨소시엄은 또, 국제 저작권법과 자료공유에 관한 우수관행에 향을

주고있다.

DAIS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공개되어 있으며 비독점적인 표준

에관한국제표준기구와도협력을하고있다. 또 이용 가능한컨텐츠제작툴을

개발하고 지능형 독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DAISY DTBOOK-

XML는 지면인쇄 도서, 전자도서(EPUB e-text book), 점자 도서, 음성 도서, 확

대 문자도서등다양한포맷으로배포할수있는단일소스문서이다. 

적응 가능한 멀티미디어 정보 시스템(Adaptable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 AMIS)은 현재 아프리카어, 중국어, 어, 프랑스어, 아이슬랜드어, 노르

웨이어, 타 어 등으로 제공되며, DAISY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무료

오픈소스음성(self-voicing) 시스템이다. 

스리랑카의 경우, DAISY 랑카 재단은 현지 언어로 제공되는 디지털 음성 도서

200편, 어 음성 도서 500편을 제작 중에 있다. 이 도서에는 학교 교과서나 대

학 교재 등도 포함된다. 시각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이 2인 1조를 이뤄 함께 제

작한이책들은시각장애인학교및우편도서관을통해보급될것이다. 이를 통

해 시각장애인들은 현재 이용 가능한 점자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책자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 언어로 녹음된 음성 도서 또한 문맹이나 저시력 장애인

들에게도움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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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프로그램
최근정부의통신정책은일부국가에서유선전화를중심으로개선되어왔

다. 부문별정책이존재하는곳에서는부문간조율도있었던것으로보인다.(124)

수평적인접근방식을통해부문별접근방식에내재된한계에대처할수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의정보통신기술접근성에관한정책은타국가들에게도표

준이되었다.(28, 147) 스웨덴의경우, 유니버설서비스의무사항을적용해전기통신

사업자가장애인에게특수서비스를제공하도록보장하고있다. 스웨덴우편

및통신청(Swedish National Post and Telecom Agency)도언어장애인들에게

언어지원을제공하고있으며, 시청각장애인을위한토론그룹도마련해운

하고있다.(148) TV 접근성이청각장애인이나시각장애인에게근본적인문제가

되고있는한편, 시청접근권을보장할수있는방법도있다.(110) 자막서비스등

이러한접근성기능중일부는관련장비의기술적개선을필요로한다. 그밖의

다른요소들은방송사의정책결정을통해실현할수있다. 예를들어, 뉴스프

로그램이나그밖의방송프로그램에수화통역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정책

적으로결정할일이다(17, 138). 음성해설이수반되는 상서비스를통해시각

장애인이나저시력장애인이미디어의시각이미지를이해할수있다. 응급경

보도소리와자막을통해전달될수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라디오프로그램

은특히도움이된다. 

공 채널은상대적으로규제하기쉽고, 접근가능한방송제공의필요성을

설득하기도쉬운편이다.(149) 유럽의경우, 아일랜드,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을비롯한여러국가에서수화통역서비스가제공되는뉴스프로그램이방송된

다.(138) 태국과베트남에서는, 일일뉴스프로그램방송시수화통역이나자막서

비스를제공한다. 인도도, 주간뉴스프로그램은수화통역서비스를제공한다.

중국, 일본, 필리핀에서는방송사에서이러한장애인접근가능한프로그램을

제공할것을독려하고있다.(39) 그밖에도다른여러나라에서다음과같은접근

성개선노력이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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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의경우, 공 TV는자막이나수화서비스제공이의무화되어있다. 

■멕시코에서는자막제공이의무사항이다. 

■호주의경우, 아날로그와디지털 TV에서모두자막제공을의무화하고있으

며, 자막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는대상프로그램은오후 6시에서자정까지

황금시간대에방송되는모든프로그램의70%에달한다.

일본(내무통신성)의예에서나타나듯, 추가적인진전도가능하다. 일본은생

방송과녹화재방송을막론하고, 자막삽입이기술적으로가능한모든프로그램

의자막제공을목표로삼고, 목표연도를 2017년으로정했다. 일부국가에서도

정보통신기술접근성제고를위한다음과같은안들을추진하고있다. 

■스리랑카는장애인의공중전화접근성개선을비롯한일련의정보통신기술

접근성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110)

■일본 내무통신성(구. 총무내무우정통신성, 2004년까지)은 웹사이트의 접근

성문제를평가하고시정할수있는시스템을수립했으며, 여타정부부처의

웹사이트가노인을포함한장애인들의접근성을향상시킬수있도록지원하

고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다양한 언어 지원이 가능한 국립 접근성 포털(National

Accessibility Portal)이운 되고있다. 이포털은접근장비가구비된서비스센

터의컴퓨터를통해이용할수있으며, 전화기인터페이스를사용한다.(142, 150)

이포털은장애인, 활동보조인, 의료전문가및기타장애부문서비스제공자

들이정보와서비스를제공받고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는일종의원스톱

숍이다. 

조달
공공부문의조달정책을통해서도정보통신접근성을향상시킬수있다.(109, 142)

일부정부는접근가능한장비를요구하는조달정책을포함해, 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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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에관한종합적인법률을가지고있다. 일례로미국재활법제508항을들

수있다.(140, 147, 151) 정부조달정책은유니버설디자인을적용한기술에관한기술표

준을채택한업계에게인센티브를줄수도있다.(35, 97, 132, 134, 152, 153) 유럽연합내유럽

의회및기타기구들은웹접근성에대한결의안을통과시켰고, 정부조달정책

의절충작업을진행중이다.(124) 유럽연합의유럽행동계획(European Action

Paln)에는접근가능한정보통신기술의연구및개발에대한투자와접근성제

공강화권고등정보통신접근성에관한항목이포함되어있다.(151) 캐나다접근

성조달툴킷(Canadian Accessible Procurement Toolkit)(154)과미국의바이액세

서블위자드(Buy Accessible Wizard)(155)와같이접근성조달을진작시킬수있는

도구(tools)도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접근성장벽에대한각종해법에대해장애인개인별로각기다른선호도를

갖고있으며, 그선택권은접근성향상의핵심원칙이다.(102)

유선전화사용시접근가능한전화기핸드셋의활용이증가하고있다. 선진

국에서는, 통신기기공급사들이음량조절, 음성보조장치, 대형버튼, 시각적

신호경보등과같은기능을갖춘전화장비를제공하고있으며, 그밖에도점자

전신타자기, 확대표시기능이있는전신타자기, 달팽이관을이식한사용자를

위한어댑터등다양한형태의전신타자기도이용가능하다. 

휴대전화기기의접근성혁신의내용은다음과같다. 

■휴대폰을플랫폼으로사용하는휴대용기기는다음과같은다양한서비스를

제공할수있다.(156)

- 시각장애인길찾기보조기능

- 거동장애인을위한노선가이드

- 청각장애인을위한동 상수화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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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및인지장애인을위한기억보조기능

■ ‘보이스오버(VoiceOver)’는아이폰휴대기기의화면에표시되는모든내용을

‘읽어주는’ 화면낭독기로시각장애인이전화를하거나, 이메일을읽거나, 또

웹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고,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s)을 가

동할수있게한다.(157)

■지적장애인을위한휴대폰의인지적접근성도개선될수있다.(158) 일반휴대

기기가너무복잡하다고느끼는이들을위한특수폰이제작되었다. 이폰은

대형액정화면(back-lit) 키보드가있고메뉴도간단하며, 그밖에접근성선

택사항이있다.(159)

■호주의휴대전화업계에서는휴대폰접근성기능보고용 로벌정보서비스

를시작했다.(160) 호주와미국은또한전기통신장비와함께, 접근가능한정보

를제공할것을요구하고있다. 

■청각장애인들은멀리떨어져있을때뿐만아니라, 직접만나서대화를할

때도대게휴대폰의문자메시지(SMS) 기능 (texting on mobile telephones)을

이용한다.(161)

■일본의라쿠라쿠폰은유니버설디자인으로설계되어대형화면과전용버

튼, 낭독메뉴(read aloud menus), 음성인식문자메시지, 통합DAISY 플레이

어등의기능이있다. 고령층을중심으로 800만대이상이판매되었으며, 이

러한 시장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미개척 분야이

다.(162)

장애인 단체들은, 접근성 기술에 대한 수동적인 접근이(reactive approach)

아닌적극적인접근(proactive approach)이라고할유니버설디자인을컴퓨터

와웹사이트가채택할것을요구해왔다.(163) 예를들어, 화면낭독기사용자들은

웹사이트의 ‘문자만있는(text only)’버전을좋아하지않는데, 그이유는이런버

전은업데이트가잘안되기때문이다. 따라서그래픽버전을접근가능하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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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것이바람직하다.(164) 표준하한선을높이는것도급진적인새접근법이다.

즉대안인터페이스기능과서비스를인터넷에직접구축하면, 접근성기능이

필요한사람이라면누구라도언제, 어디서든, 어떤컴퓨터에서도필요한모든

기능을사용할수있다.(165) 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나맥OS X와같은운 체제

의접근성기능은이미기본적인화면낭독기능을제공하다. 그러나이러한기

능에대한인지도는대게낮다. W3C(166) 는웹사이트설계자와운 자를위한

접근가능한휴대용기기컨텐츠제공방법에관한가이드라인을개발중이다. 

업계별대책
장벽제거와활용성증진에관한아주강력한비즈니스사례가있다.(167) 이비

즈니스모델은규제의 ‘강제’ 요소가아닌 ‘유인(pull)’요소에더주목하며, 접근

성문제가복잡하고, (외관이) 멋지지않고, 비싸며, 오직소수만을위한것이라

는잘못된신화에도전한다.(168) 접근성개선을통해특히고연령층을대상으로

시장수익성을높일수있다. 접근가능한웹사이트와서비스는모든고객들의

보다용이한사용을도울수있고, 그결과 ‘전자경사로(electronic curb cuts)’라는

용어를선보이게된것이다.(167)

2008년말현재, 휴대폰가입자는 40억에달했다.(169) 예를들어아프리카의경

우, 휴대폰사용자는 2003년 5,400만에서 2008년 3억 5천만명으로급증했다. 유

선전화기사용자의수보다훨씬많은셈이다.(169) 중국의주요휴대폰사업자중

한사업체는장애인사용자를위한특수 SIM카드를출시했다. 서비스요금할인

및문자메시지할인은휴대폰사용에대한비용부담을줄여주어청각장애인

의휴대폰사용을가능케하 으며, 카드사용자들은문자한통으로계좌를충

전할수있다. 이사업체는또한시각장애인이뉴스를들을수있도록, 뉴스서

비스의음성버전도제공하고있다.(170)

온라인판매도겸하는 국의한청과물판매상은왕립시각장애인연구소

와시각장애인소비자패널과긴 한자문을바탕으로, 접근가능한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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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했다.(171) 이사이트는일반사이트의고그래픽컨텐츠에대한대안을제공

한다. 초기에는시각장애인을위해만들어졌는데, 이제이사이트방문객층은

훨씬더광범위해졌다. 시각장애인이아니더라도이사이트가타사이트에비

해 이용이 편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를 통한 소비지출은 연간

1,300만파운드로접근가능한사이트제작에소요되는초기비용 35,000 파운드

의 400배에달한다. 그러고접근개선의결과그사이트는추가비용없이개인

디지털보조기기, Web TV 및접속속도가느리고화면사이즈가작은소형컴퓨

터등과함께사용하기쉽게될것이다.

통신장비, 제품, 서비스의통합적인디자인에대한장애요소를조사하고이

에대한해결책을연구한최근한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부분에서개선이필

요하다고권고한다.(172)

■입찰자들이접근성과사용성을고려할것을요구하는조달과정

■이해관계자들과의보다원활한의사소통

■접근가능한제품과서비스판매를하나의윤리적선택사항으로간주

■정보접근성증진및노인과장애인의욕구에대한지식공유메커니즘

기기조작의장애요인을제거하게되면, 기업체들은장애인직원들의전문

성을통해이익을얻을수있다. 예를들어자사직원들이보조기술에접근할수

있고정보통신접근성을개선할수있도록하는데있어대기업들이앞장서왔

다. 한기업은접근가능한인트라넷솔루션을도입한후대역비용(bandwidth

cost)의 40%를절감했다. 또, 장애인의접근권보장을통해비용절감과매출증

가뿐아니라기업의이미지도제고할수있다.(143)

비정부기구의역할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은권리의차원에서정보통신기술접근성향상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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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캠페인을벌여왔다.(102) 이에는제조사와서비스제공업체들에대한규제강

화를요구하고, 해당업체들이접근성을보장하도록 향력을행사하고, 법규

를준수하지않는업체에대해서는제소등법적조치를취하는것이포함된

다.(127) 감독과시행에있어비정부기구에능동적으로참여하는것은접근성개

선에도움이된것으로확인되었다.(124)

단체를통해서든, 개인적으로든장애인들이정보통신기술의설계, 개발및

운 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102) 이러한과정은초기단계부터보다

많은사람들의정보통신기술이용을보장함으로서비용절감및시장확대의

효과를얻을수있다.(126)

비정부 기구들은 디지털에 눈뜨게 하고 디지털기술을 익히는데(digital

literacy) 관한훈련제공등, 장애인의정보통신기술접근을돕는프로그램을

담당할수있다. 예를들어인도의전국시각장애인협회뉴델리지부는시각

장애인의접근성을보장하고비용도저렴한정보통신기술을갖춘컴퓨터교육

및기술센터를설립하고 1993년이래기초및고급훈련과정을무상으로운

하고있다. 학습자료는점자, 음성, 확대문자, 전자텍스트의형식으로제작되어

시작장애인들에게공급된다. 이프로젝트는또한점자전환소프트웨어, 검색

엔진, 힌두어 문자음성전환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다. 시각 장애학생들은

해당센터를후원하는컴퓨터회사의연수생이된다. 이러한교육훈련모델은

다른여러나라에서도시행되고있다. 이디오피아의경우, 시각장애인을위한

적응기술센터(Adaptive Technology Center)는, UNESCO의지원을받아시각

장애인이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는데필요한지식과기술을습득해, 이후취

업의기회를증진시킬수있도록하는시각장애인대상컴퓨터훈련센터를개

설했다.(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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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및권고

어떤환경이주어지느냐에따라장애인은무력한삶을살수도있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참여하는삶을 위할수도있다. 건물과도로, 교

통및정보통신의접근성을개선시킴으로써장애인뿐만아니라, 보다많은사

람들이혜택을볼수있는무장애환경을만들수있다. 장애와장애인에대한

부정적인태도는모든차원에서사라져야할주요한환경요인이다. 

본장에서는접근성향상의전제조건이 ‘접근성문화’ 창출, 효과적인법규의

집행, 환경과접근성에대한보다개선된정보라는점을논했다. 접근성정책들

이성공하기위해서는정책입안단계에서비용문제, 기술의가용성, 지식, 문

화적차이, 발전수준의차이등을고려해야한다. 첨단기술이발전한사회에서

유용한해결책이자원이부족한환경에서는효과가없을수있다. 따라서접근

성확보를위한최선의전략은점진적인개선이다. 초기단계에는우선기본적

인환경적장애요인을없애는데주력해야한다. 그리고접근성개념이자리를

잡게되고보다풍부한자원을활용할수있게되면, 관련표준을상향조정하고,

고차원적인유니버설디자인을달성하기가쉬워진다. 

접근성개선노력에진전을보기위해서는국제기구, 국내정부, 기술및제품

설계자와생산자, 장애인과장애인단체등국내외활동가들의공동노력이필

요하다. 다음의권고사항은접근성을향상시킬수있는구체적인조치에초점

을맞추고있다. 

모든환경 역을망라한다

■접근성정책과표준은장애인의욕구에부합해야한다.

■접근성관련법률및표준의시행을모니터하고평가해야한다. 되도록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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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외부에있고, 장애인이주요구성원이되는공정한모니터링기구

를지정할수있으며, 이기구는접근성진전도추적및개선사항권고를위

하여자금지원을받을수도있다.

■장애를둘러싼무지와편견을없애기위해서는인식제고가필요하다. 공공

서비스및민간서비스종사자들은장애인고객을비장애인고객과동등하

게존중하는마음으로대우하도록훈련을받아야한다. 

■전문가기구나교육기관에서는건축, 건설, 설계, 정보과학, 마케팅및기타

관련전문분야의교육과정에장애인접근성을추가할수있다. 정책입안가

들과장애인지원단체들은접근성의중요성과공공의이익에대해교육받

아야한다. 

■국제기구는다음과같은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 비용, 전통유산및문화적다양성을고려하여, 가장관련이많은물리적환

경의모든 역에관한, 국제적접근성표준을개발하고발전시킨다.

- 관련접근성표준을준수하고유니버설디자인을증진시키는개발프로젝

트에대한자금지원

- 특히 저소득 환경에 적합한 해결책에 주안점을 두고, 증거자료에 기초한,

접근성과유니버설디자인에관련된일련의정책및우수사례개발을위한

연구지원. 

- 접근성관련지수및접근성개선진전도측정을위한신뢰할수있는데이

터수집방식의개발.

■업계는제품, 프로그램, 서비스의설계및개발초기단계에접근성과유니버

설디자인을추진함으로써중요한기여를할수있다. 

■장애인과장애인당사자단체들은접근성개선노력에참여해야한다. 예를

들어정책, 제품, 서비스를설계하고개발하는과정에서사용자의욕구를평

가하고, 진전도및대응정도를모니터링하는과정에참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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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건물과도로

■공공건물과도로를설계할때, 유니버설디자인의개념을반 한다. 

■국가의최소표준을개발하고, 이의준수를의무화한다. 공공건물및도로

등이새로건축될경우, 이표준사항은모두준수되어야한다. 이에는경사

로, 장애인접근가능한출입구, 안전한횡단보도, 모든공간의이동성, 화장

실과같은시설등이있다. 기존건물을접근가능하게개조함에는융통성이

필요하다. 

■설계검토와 (준공)검사, 장애인이참여하는접근성감사, 법령·규칙·표준의

이행을담당하는정부기구의지정등을통하여법규를집행한다.

■개도국의경우, 우선순위를정한전략계획과일련의점진적인목표는제한

된자원을최대한활용하는데도움이된다. 정책과표준은도심과농촌지역

의차이를고려해융통성있게적용되어야한다. 

교통

■교통접근성은장애인권리에관한전반적인법의일부로도입되어야한다. 

■다음과같은, 대중교통의접근성개선을위한전략을수립한다. 

- 예를들면, 신형버스나전차선정시또는정류장이나역을개조할때물리

적장벽을제거함으로서대중교통수단의설계및운 에유니버설디자인

의원칙을적용한다.

- 단기적으로교통당국에합승이나접근가능한택시와같은특수교통서비스

(STS)를제공하도록요구한다.

- 정보통신기술사용을최적화함으로써, 대중교통시스템을사용자의편리

에따라신축성있게운 한다. 

- 삼륜차, 휠체어, 자전거나스쿠터등대안교통수단을위한조항을신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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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교통수단을위한전용도로나전용차선을만든다. 

■인도나도로의질을개선하고, 보행자접근성을개선하며, 경사로를설치하

고차량에대한접근성을보장함으로써, 전체이동경로에걸쳐접근성이일

관되게유지될수있도록한다. 

■교통수단사용에따른비용부담을줄이기위해, 교통비가부담이될수있는

장애인의교통요금에보조혜택을준다. 

■교통분야의모든관계자들을교육훈련한다. 관리자들은자신의책임을인

지하고현장직원들은고객의편의를보장해야한다. 인식제고캠페인을통

해교육과정을돕는다. 예를들어, 포스터는승객들에게노약자우선석에대

해알릴수있는좋은매체이다. 

선진국에서시행된접근성표준과유니버설디자인혁신이저소득국가나

중진국에항상적합하지는않으며, 관련비용확보가어려울수있다. 따라서국

가별해결책이필요하다. 저비용의예로는첫번째계단턱낮추기, 버스입구내

외부난간개선, 우선석배정, 조명개선, 포장도로가아닌경우포장승하차패

드설치및회전문제거등이있다. 

접근가능한정보통신

■소비자보호, 정보통신기술분야에관한차별금지입법, 정보통신기술시스

템, 제품및서비스를개발하는이들에대한직접적인의무부과등광범위한

상향식또는하향식입법과정책메커니즘을고려해야한다.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은접근성표준을고려한조달정책을채택해야한다. 

■전화중개, 수화, 점자서비스개발을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장비및서비스를설계하고보급할때, 개발자들은장애인도

비장애인과동등한혜택을누리는것을보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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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자와서비스제공자는자신들이설계하고판매하는제품과서비스

에접근성기능을추가해야한다. 

■장애인이정보통신기술을활용할수있도록디지털사용능력및기술등

관련교육훈련을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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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편의상집근처의일반학교에입학했습니다. 휠체어로등하교하는

데어려움이있는건아니지만, 어떨땐편의시설이꼭필요할때도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장애인편의시설이전혀없습니다. 가는곳마다계단이있고, 계단말고교실

에들어갈수있는통로는없습니다. 그나마다행인것은제교실이1층에있다는것입

니다. 그런데 1층교실에들어왔다나가는데도 15단정도계단이있습니다. 계단을오

르내리는데대개두명정도가매일저를들어서옮겨줍니다. 그런데가장최악인것은

학교에장애인이접근가능한화장실이없다는점입니다. 그래서저는하루종일화장

실에못가거나화장실에가려고집에갔다가그날수업을못듣기도합니다.”Heba 

“저는10살이고요. 일반학교4학년입니다. 저를정말편하게해주시는훌

륭한선생님이계십니다. 저는돌아다닐때휠체어를이용하고요. 학교에는특수데스

크와특수휠체어가있습니다. 예전에는학교에엘리베이터가없어서제가계단을오

르내릴때, 엄마의도움이필요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은엘리베이터가있어서, 저혼자

서도위층으로올라갈수있어서정말좋습니다. 학교에는저처럼휠체어를타시는선

생님도있습니다.”Olga 

“통합학교(inclusive school)를 다닌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돕는 방법을

배우고교육은모두를위한것이라는점을알게되었습니다. 예전에다녔던학교에서

는, 제가무슨말을하려고하다가결국실패하면, 학생과선생님들모두저를비웃었

습니다. 왜냐면제가단어를잘발음하지못하거든요. 그래서저보고말하지말라고했

습니다. 그러나이학교에서는학생들이저를비웃더라도선생님께서는말리시고, 학

생들은잘못했다고저에게용서를구합니다.”Pauline 

“저는공식교육을받지못했습니다. 제가공부할수있는시설이없었습니

다. 별로기분좋은일은아니지만, 제가그부분에대해딱히할수있는일은없는것

같네요. 저는집에만있었구요. 교육은거의저혼자스스로배워가는게전부 습니다.

저는읽을수있고, 제자신에대해서꽤잘설명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제가원하던

기회는결코오지않았습니다. 제가스스로다다를수있는수준에는한계가있었구요,

그 이상은 힘들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대학에 가서 역사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James 

“제가Standard 6이될무렵, 저는시력을거의완전히잃었습니다. 제가

전맹이되자, 아버지는저를더이상학교에보내고싶어하지않았죠. 아버지는저를

걱정하셨던것같습니다. 그러나한NGO가아버지를설득해서저는계속학교에나가

게됐답니다. 제가중학교까지졸업하자아버지는제가고등학교까지다니게되는것

에기뻐하셨습니다. NGO에서는고등학교4년동안저에게자금지원을해주었고, 지

팡이, 점자, 책, 컴퓨터등도지원해주었습니다.”Richard 

“저는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자립하고 싶고,

강해지고싶고, 내가선택한삶을살고행복하게살고싶습니다.”Mia



7
교육

장애아동(0세-14세)의수는 9천3백만(1,2)에서 1억5천만(3)에이

를것으로추정된다. 많은장애아동과성인들은역사적으로주류교

육의기회에서배제되어왔다. 대부분의국가에서장애인의교육훈

련을위한초기노력은대개시각장애인학교처럼특정장애유형별

로특수학교를별도로두고그곳에서장애인을교육하는것이다. 그

러나이러한교육기관의수는턱없이부족하고, 비용효율적이지도

않다. 또도시의경우에는대개장애학생들을가족이나지역사회로부

터격리시키는경향도있다.(4) 한편, 법률을통해장애아동을제도교

육에포함시키는것이의무화되면서상황은바뀌기시작했다.(5)

통합적인교육환경(inclusive environment)을조성하고, 장애아동에

게양질의교육을제공하는것이모든국가의우선사항이되어야한

다. UN 장애인권리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에서는일반교육제도를통한교육

권과장애인당사자의요청에따른개별학습지원권리를모두인정

하고있다(Box 7.1 참조). 장벽을제거하고합리적편의를제공하고지

원서비스를제공하는제도적변화는장애아동들이주류화교육기회

로부터배제되지않도록하기위한선결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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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과성인에게교육받을기회를주는것은4가지측면에서중요하다. 

■교육은인적자원형성에기여하며, 따라서개인의안정적인삶과복지를결

정짓는핵심요소이다. 

■장애아동을교육및고용의기회로부터배제하면그에따른사회적, 경제적

비용이높다. 예를들어, 장애인성인은비장애인보다경제력이낮은경향이

있으나, 이는교육수준과관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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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7.1. 권리와정책안(frameworks) 

모든 인간의 교육에 관한 인권은 1948년 UN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 명시되었

으며, 이후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더 최근에는장애인권리협약등국제협약에서

보다상세하게규정되었다.

1994년 스페인의 살라만카에서 열린 국제 특수교육 컨퍼런스(World

Conference on Special Needs Education)에서 성명서 및 실천안이 공표됐

다. 살라만카 선언은 각 국 정부들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제도를 개발해

서, 모든 학생들이정규학교에서학생중심교수법에의한교육혜택을누릴수있

도록할것을촉구하고있다.(5)

모두를위한교육운동(Education for All, EFA)은 모든 아동, 청소년, 성인들에

게 양질의 기초 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로벌 운동이다.(6) 전 세계 정부들은

2015년까지 6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표했다. 6대 목표는 어린이 보육 및 교

육, 모두에게 무상의무교육 제공, 젊은이들과 성인을 위한 교육 및 생활기능(life

skill) 향상, 성인 식자율 50% 높이기, 2005년까지 성평형(gender parity) 보장,

2015년까지성평등(gender equality) 달성, 교육의질개선등이다. 

장애인 권리 협약 제24조는, 장애인의 교육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모든 단계

의 통합교육체계’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 하며, 합리적 편의 및 개별 학습지

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7) 모든 사람이 초등교육을 마치도록 한다

는새천년개발계획은, 모든 아동들이자신의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학습

환경에서 학교교육을 받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각국가들은장애아동의교육접근권을보장하지않은상태에서, ‘전국민초

등교육이상학력달성’이라는 ‘모두를위한교육(Education for All)’ 혹은 ‘새

천년개발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의목표를달성할수없다.(9)

■ [장애아동의교육접근권보장없이] 장애인권리협약의비준국가들은 24조

의의무사항을이행할수없다(Box 7.1 참조).

장애아동에게그리고사실상모든아동에게교육은그자체로중대하며, 이

후고용과그밖의사회생활을 위하는데있어도움이된다. 몇몇문화에서는

학교교육을완전한인격체로성장하는중요한부분으로간주한다. 사회적관계

가어떻게형성되느냐에따라장애인의사회적지위는달라질수있으며, 이들

의권리도보장될수있다.(10) 통합교육환경에서장애아동과장기간접촉하는

비장애아동들일수록장애인에대한친근감이높고, 편견도덜하다. 따라서통

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은배려하고포용하는평등한사회도모에아주중

요하다. 

본장은양질의 ‘모두를위한교육’ 환경에장애를가진학습자를통합하고통

합교육을촉진하는데필요한체계적·제도적전환을하는데주안점을둔다. ‘모

두를위한교육’은모든아동과청소년, 성인의학습욕구를 2015년까지충족시

키는것을목표를한 로벌운동이다.

교육참여및장애아동

일반적으로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동에비해] 학교입학이쉽지않고학업

유지율과상급학년진급율도낮다.(8, 11) 아동과성인을대상으로실시한저학력

과장애유무의상관관계조사결과, 저학력과장애유무의상관관계가저학력

과다른요인들(성별, 농어촌지역, 낮은경제력등) 간상관관계보다높은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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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타났다.(8)

세계건강조사(World Health Survey)에참여한장애인응답자들이비장애인

응답자들에비해초등교육수료율이현저하게낮고, 평균교육기간도짧았다

(표 7.1 참조). 해당 조사의 분석 대상이 된 51개국 모두에서 남성 장애인의

50.6%가초등교육을마친한편, 비장애남성의경우 61.3%가초등교육을마쳤

다. 초등교육을마친장애여성은전체장애인응답자의 41.7%, 비장애인여성은

52.9%로나타났다. 마찬가지로평균교육기간도장애인이비장애인보다짧았다

(남성: 각 5.96 대비 7.03, 여성: 각 4.98 대비 6.26 년). 더욱이이러한교육수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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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1. 장애인과비장애인응답자의교육성취도12 

구분 저소득국가 고소득 국가 전체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남성

초등교육수료 55.6% 45.6%* 72.3% 61.7%* 61.3% 50.6%*

평균교육년수 6.43 5.63* 8.04 6.60* 7.03 5.96*

여성

초등교육수료 42.0% 32.9%* 72.0% 59.3%* 52.9% 41.7%*

평균교육년수 5.14 4.17* 7.82 6.39* 6.26 4.98*

18~49세

초등교육수료 60.3% 47.8%* 83.1% 69.0%* 67.4% 53.2%*

평균교육년수 7.05 5.67* 9.37 7.59* 7.86 6.23*

50~59세

초등교육수료 44.3% 30.8%* 68.1% 52.0%* 52.7% 37.6%*

평균교육년수 5.53 4.22* 7.79 5.96* 6.46 4.91*

60세 이상

초등교육수료 30.7% 21.2%* 53.6% 46.5%* 40.6% 32.3%*

평균교육년수 3.76 3.21 5.36 4.60* 4.58 3.89*

비고: 추정치는 WHS 사후층화 가중치(post-stratified weights)를 사용해 가중했고(이용불가능한 경우 확률가
중치사용) 연령표준화했다.
* t-검정 결과, 5% 수준에서비장애인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차는모든연령대에서나타났으며, 하위범주샘플인저소득국가와고소득국

가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격차가나타났다. 

각국가별사례를살펴보면, 어린장애인들은동일한연령대의비장애인보

다학교교육을받는경향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8) 이러한추세는저소득국가

일수록더욱심각하다.(9) 장애인과비장애인간초등교육참여율차이는인도의

10%에서인도네시아 60%까지나타났고, 중등교육의 경우, 캄보디아 15%에서

인도네시아58%까지나타났다(그림7.1 참조). 말라위,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

웨에서실시한가구통계조사(Household data)에따르면, 5세이상의비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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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 6세~11세및12세~17세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의취학률비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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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 9%에서 18%에달하는아동들이미취학상태인한편, 장애아동은 24%에

서39%가학교에다닌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13-16)

장애유형도학교등록률에 향을준다. 지체장애아동이지적장애아동혹

은감각장애아동에비해등록률이훨씬높다. 예를들어, 2006년도에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에서는 7세에서 12세에달하는청각장애아동중 10%만이

취학을한반면, 지체장애아동은 40%가학교를다닌것으로나타나비장애아

동의등록률보다소폭낮을뿐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17) 르완다에서는전체 1

만여명에달하는청각장애인중 300명만이초중등학교에등록을했으며, 추

가로9명은사립중등학교에등록했다.(18)

인도에서실시한한조사에따르면, 학교에등록한장애아동의비율은국가

평균대비무려 5배이상낮다고하며, 이는부유한주에서도마찬가지이다. 취

학률이가장높은카르나타카주의경우에도장애아동의 4분의 1이학교를다니

지않으며, 매드히아프라데쉬나아삼과같은가난한주에서는장애아동의 50%

가학교교육을받지않고있다.(11) 인도에서취학률이가장높은구역들의경우,

비장애아동의등록률은거의 90% 혹은그이상을달성한한편, 장애아동의경

우에는도시의경우 74%, 농어촌지역은 66%를넘어선곳이없다. 또특수교육

시설의대부분이도시에집중되어있다.(19, 20) 따라서농어촌지역의장애아동들

의교육수준은총데이터가보여주는것보다훨씬더열악할수있다.(19, 21)

농어촌지역에학교를세우고수업료를면제하는등노력의결과로, 이디오

피아에서는순등록률이 99년 34%에서 2007년 71%로두배상승했다.(22) 그러나

소외계층이교육에통합되는지혹은배제되고있는지에대한신뢰할만한데이

터가없다.(23) 95년에실시된기초조사(National Baseline survey)결과, 취학연령

의장애아동수는약 69만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24) 교육부통계치에따

르면, 97년현재장애아동은 2,276명이있으나그중 0.3%만이 7개의특수기숙

학교, 8개의특수주간학교, 42개의특수학급에서교육을받고있다고한다. 그

후 10년이지나고도특수학교의수는 15개에불과했으나, 일반공립학교에부

418



설된특수학급의수는285개로증가했다.(25)

동유럽과같이초등학교등록율이높은국가에서조차많은장애아동들이학

교에다니지않고있다. 2002년불가리아의 7세에서 15세사이의장애아동의등

록율은 81% 으며, 몰도바는 58%, 루마니아는 59%을기록한한편, 비장애아동

의등록율은각각 96%, 97%, 93%를나타냈다.(26) 그림 7.2.는조사에포함된동유

럽국가의경우, 16세에서 18세사이의장애인과비장애인간등록률차이가상

당하다는점을확인해준다. 

따라서최근수십년간진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장애아동과청

소년들이비장애아동에비해취학하지않는경향이더높다. 뿐만아니라, 상급

교육과정진학률에서도장애아동의진학률이비장애아동보다낮다. 유년기

미취학은이후성인기빈곤에큰 향을미친다. 방 라데시의경우, 학교교육

의부족및고용문제때문에상실되는수입으로인한장애비용은, 장애인과그

를돌보는사람모두포함해서연간미화약 12억불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며,

이는방 라데시GDP의17%에달하는금액이다.(27)

교육과장애이해하기

무엇을장애혹은특수교육에대한욕구로볼것인가, 그리고그것들은아동

들이학습하면서경험하는어려움과어떤관계가있는가는정책입안자와연구

자뿐만아니라광범위한부문에서크게논쟁되고있는주제이다.(28)

특수교육이필요한장애아동에관한통계자료는정의, 분류, 범주화의차이

로인해정확한수치를얻기가힘들다.(29, 30) 장애의정의, 장애판정및등급방식

은각나라별로다양하며, 이는인간의차이와장애에대한가정들에따라, 또

장애의여러가지측면, 예를들어손상, 활동제한, 참여제약, 관련건강상태, 환

경요인(2장참고)등의측면들에대해각각어느정도중요성을부여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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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다양하게나타난다. 분류체계와관련범주화의목적과핵심의도는판정,

수급자격여부결정, 행정적인이유및개입에대한지도와모니터링등아주다

양하다.(29, 30) 많은국가에서개인적요소인건강상태및손상을파악하는의학적

모델에서벗어나, ICF에부합되는환경요소인교육측면에서의상호작용적접

근모델을채택하고있다.(28, 29)

특수지원교육(special needs education) 및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과같은개념의경우, 보편적으로합의된정의가없어데이터비교

가어렵다. 

특수지원교육(특별한도움이필요한교육 special needs education), 특수교

육욕구(special education needs),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의범주는장애아

동교육보다포괄적이다. 이러한용어들은다른욕구를가진아이들, 예를들어

성별, 인종, 빈곤, 전쟁의상흔, 고아(8, 31, 32) 등다른이유로특수교육을받는경우

까지포괄하기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추정치에따르면, 학습자

의 15%에서 20%가 학교를 다니면서 특정 시기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다.(33) 본장에서는특수교육의광의의정의에해당되는이들보다는장애인학습

자에초점을맞추겠다. 그러나장애인모두가특수교육이필요한것은아니다.

그림7.2. 일부선별된유럽국가의16세에서18세사이아동들의학교등록률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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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이란넓게보면, 장애아동을포함한모든아동교육이교육부와기

타관련부처에의해관할되며, 공통의규범과절차를통해진행되는것을뜻한

다. 이모델에서는교육이다양한조건과환경에서제공될수있다. 예를들어

‘최소제약환경(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의 원칙에 따른다는 전제하에,

특수학교나특수센터, 통합학교내의특수학급, 주류학교(mainstream school)

내의일반교실등이모두교육제공의장이될수있다. 이러한해석은모든아

동들이교육을받을수있고, 물리적환경개조의필요여부와무관하게어떤교

육환경에서든모든학생들이실질적인성과를보일수있는교과과정에접근할

수있음을전제로하고있다. 

협의의통합교육은모든장애아동들이동년배와함께일반학급에서교육

받는것을뜻한다. 이러한접근법은학교전체시스템의변화를강조한다. 통합

교육은장벽(barriers) 파악및제거, 합리적편의제공, 모든학습자의주류환경

참여와주류환경에서의성취보장등을필요로한다.

정책입안자들은정책과관행을통해서어떻게장애아동의교육참여를개

선하고교육성과를개선할수있는지증명할필요가더욱커지고있다. 특수교

육대상장애학생수에관하여수집한통계자료는국가별실태지표를제공하

며, 어느학생그룹이자료수집에포함되었는지분명한이해가있다면,(28) 이자

료는통합교육제공의경향을모니터하는데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28) 정책을

알리고결정하는데유용한데이터와정보는주로제공되는교육의질, 적합성

과적절성에초점을두고있다.(28) 장기간에걸쳐활용될수있는양적데이터와

질적데이터를체계적으로수집하는것은각국가가그들의진행정도를개괄하

고, 발전정도를국가들간에상호비교함에있어필수적이다.

장애아동교육에대한접근법
장애인에대한교육제공방식은각나라별로상이하다. 이렇듯다양한모델

들에는특수학교및시설(special schools and institutions), 주류학교내특수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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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school) 및통합학교(inclusive school)등이있다. 

유럽국가들의경우, 전체적으로의무교육을받는학생들의 2.3%가특수학교

나주류학교내특수학급등격리된환경에서교육을받고있다(그림 7.3 참조).

특히벨기에와독일은특수욕구가있는학생들의교육은특수학교등동년배

들과는격리된환경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말

타, 노르웨이, 포르투갈은학생들의다수가같은연령대의학생들과함께일반

교실에서수업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기타OECD 국가들의경우에도비슷한

경향을보이고있으며, 선진국의경우에는예외가있긴하나대개통합교육이

일반적인추세이다.(31) 개도국에서는통합학교로의교육모델전환이이제막시

작되고있다. 

장애아동을일반학교에서가르치는형태, 즉통합학교는평등과인권측면

에서바람직하다는의견이대세이다. UNESCO는보다통합적인교육제도를발

전시켜야할이유를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35)

■교육적인 측면 - 모든학생들을함께교육해야한다는통합학교의요구는

모든아동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 학교가개인의차이에부응하는교수

법을발전시켜야함을의미한다. 

■사회적 측면 - 통합학교는모든아동을함께교육함으로써, 어떤형태로든

‘다른’ 이들에대한태도를변화시킬수있다. 이를통해차별없는정의사회

를구현하는데이바지할수있다. 

■경제적 측면 - 모든아동들이함께교육받는학교를설립하고운 하게되

면, 각기다른그룹의학생들을위해전문화된학교의복잡한체계를만드는

것보다비용효율적일가능성이높다. 

통합교육은학교가지역사회내의모든아동을교육하도록하는방안을추

구한다.(36) 그러나이것이비록궁극적인목표라고해도현실적으로, 모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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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본 데이터는 특수교육이 필요
한(SEN) 학생들에 대한 공식 비율을
나타낸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특수교육 지원을 받고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통계화되지(counted)’않았다. 유일
한 비교 데이터는 분리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다. 특
수교육 발전을 위한 유럽 기구
(European Agency for
Development in Special Needs
Education)는 분리[교육]에 대한 조
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하고 있는바‘특수교육이 필요한 학
생들이 분리된 특수학습 혹은 특수학
교에서 대부분의 학교교육(80% 이
상)을 받게 되는 교육’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 조작적 정의에
동의하고 데이터 수집에 활용하고 있
다. 
덴마크: 분리교육 환경에서 전반적인
교육을 받는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데이터만이 취합되었으며,
23,500명에 이르는 학생이 주류 학
교에서지원을받고있다. 
핀란드: 본 데이터는 난독증과 같은
경증학습장애로 주류화 학교에서 부
분적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126,288명의 학습자의 수는 포함하
지않았다. 
아일랜드: 주류화 중고등학교에서 특
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데이터가 없
다. 
독일과 네델란드: 주류화 학교 특수
학급의 학생수에 대한 데이터가 없
다. 
헝가리, 룩셈부르크, 스페인: ‘특수학
교’는 주류화 학교의 특수학급을 포
함한다. 
폴란드: 주류화 학교에 특수학급은
존재하지않는다. 
스웨덴 및 스위스: 본 데이터는 학생
들이 분리교육환경에서 교육받고 있
음을 보여주며, 통합교육환경에서 지
원을 받는 학생의 데이터는 취합되지
않았다. 

그림7.3. 선정된유럽국가의모델유형별교육제공현황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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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완전한통합을실현하기는어렵다. 주류환경이건분리환경이건간에교

육을받고있는장애아동의숫자는국가별로큰차이가있으며, 어떤나라도완

전한통합교육제도를갖추고있지는못한상태이다. 따라서융통성있는접근

이필요하다. 예를들어미국의교육제도는아동들이최대한통합된환경에서

교육받는것을목표로하고있지만필요한경우, 보다특수환경과조건을제공

하도록하고있다.(37) 또교육적욕구는각개인에게최적의방식이무엇인지라

는관점에서평가되야하고,(38) 국가별상황에따라동원할수있는가용재원과

인적자원도고려해야한다. 일부장애인권리옹호단체들은, 주류화환경과분

리환경중어떤것이아동의필요를충족시키는가는개인선택의문제라고주

장하고있다.(39, 40)

청각장애인학생들과지적장애인들은주류화교육이항상긍정적인경험

을제공하는것은아니라고주장한다.(41, 42) 시각장애인학교, 청각장애인학교,

시청각장애인학교등특수학교지지자들은특히저소득국가의경우, 이런특

수학교들이양질의교육과특화된학습환경을제공한다고주장한다. 세계농인

연합(World Federation of the Deaf)은농인아동의학문적, 사회적발전을위한

최고의환경은학생과교사가의사소통시수화를사용하는학교라고주장한다.

이는일반학교에단순히장애학생들을배치한다고해도, 급우및전문가와의

실질적인상호소통이없다면, 농인학습자는결국교육과사회에서배제되는

것이라는사고방식에서기인한다. 

결과
교육환경이장애인교육성과에미치는 향에대한단정적인자료는없다.

1995년이전에출판된통합교육관련연구에대한한검토보고서는관련연구

가너무다양하고그질이모두우수한것은아니라는결론을내렸다.(43) 학생들

의교육환경이학생들의학습성과를결정짓는중대한요인은아니지만, 동검

토보고서는다음과같은결과를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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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학생의경우, 특수교육환경에서교육을받을때그렇지않은학생

보다소폭좋은학업성취도를나타냈다. 

■정서장애학생의경우, 일반교육환경에서교육을받을때더높은중퇴율을

보 다. 

■중증지적장애가있는학생의경우, 일반학급에서수업을받을때사회성

측면에서더나은결과를나타냈다. 

청각장애아동의경우, 학업성취도측면에서주류화교육환경이유리한부

분이일정정도있었으나, 이들의자존감은상처를받았다. 전체적으로일반학

급에서지원을받는형태로교육받는교육환경이가장유리하게작용하는경

우는경증지적장애학생인것으로나타났다. 

미국에서실시한특수교육관련연구에대한미국의검토보고서는특수학

교, 특수학급, 혹은통합교육등교육환경이교육성과에미치는 향은명확하

게결론지을수없다고밝혔다.(44) 동검토보고서의결론은다음과같다. 

■검토의대상이된대부분의연구는방법론적측면에서연구의질이우수하

지않았고, 종속측정치(dependent measures)가연구마다천차만별이다. 

■연구자들이서비스의유형및강도와교육환경을구분하지못하는경우가

많았다. 

■연구는주요정책변화가있기전에빈번히수행되었다. 

■많은연구조사가통합교육의효과가아닌, 시행방법에초점을맞췄다. 

의사소통능력, 사회성(social and behavioral)습득수준은통합학급및통합

학교에서더높이나타난다는몇몇연구결과가있다. 일부연구조사자들은이

러한긍정적인결과를문서화했다.(45-48) 교육환경이학습에미치는 향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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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meta-analysis)에따르면, 통합교육은특수한필요가있는학생들의

학업성취도및사회성달성에 ‘낮은수준부터중간수준’ 정도의긍정적인 향

을미친다고한다.(49) 또, 몇몇연구에서는개인적인지원이뒷받침되지않는일

반교육환경에서장애학생들이교육을받게되면, 부정적인 향이있다는점

을확인했다.(50, 51)

대체적으로, 장애학생들과함께교육을받는학습환경은비장애학생들의

학습성취도에부정적인 향을주지않는것으로보인다.(52-54) 다만, 정서적, 행

동적장애가있는아동들의통합으로인한 향에대한우려는주로교사들로

부터나오는것이다.(53)

그러나, 학급규모가크고, 통합교육을뒷받침할자원이결여된경우, 결과적

으로모두가어려운상황에직면할수있다. 일반학급에서교실및교사가장애

학생의학습, 개발, 참여에필요한지원을제공하지못할경우, 장애학생들의학

업성취도는낮을수밖에없을것이다. 그결과, 장애학생들은초등학교를마치

면교육을받지않게되며, 이는상급학교진학률이낮은데서도입증된다.(55) 우

간다에서, 보편적초등교육이처음도입되었을때, 장애아동을비롯해이전에

는배제되었던아동그룹이대거초등교육을받게되었다. 그러나, 추가적인자

원이부족하기때문에, 학교는과 화하 으며, 학생들의규율, 학업성과, 중퇴

율등의문제에직면하게되었다.(56)

특수학교와통합학교간학습결과에대한폭넓은비교분석은앞서언급한

몇몇소규모연구를제외하고는별로수행된바가없다. 개도국의경우, 교육성

과에대한비교연구는수행된바없으며, 따라서사회적, 학문적성과에대한보

다나은연구조사및근거자료가필요하다. Box 7.2는각기다른장애학생그룹

의교육및고용결과에대한미국의종단적연구데이터를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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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7.2. 학업에서취업으로의전환실태, 미국의사례

미국의 경우, 등록된 장애인 중고등학생은 직업재활법(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504조 및 미국장애인법(American Disabilities Act)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장애 학생중 일부 하위그룹은 동시에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Part B의 수혜자격요건에도 부합한다.

전자의 범주(등록된 장애학생)에는 장애가 그들의 학습능력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지 않는 학생들과 급우들과 동일한 자원 및 학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합리적 편의제공을 통해 학교생활에 진전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이 모두 포함되

어 있다. IDEA Part B가 명시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무상의 적정한

공교육(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받을 수 있고, 그 내용은

각개인별맞춤형교육계획을통해규정된다. 본 사례분석은해당교육계획에따

라교육받는학생들에대한것이다.

전환실태종단연구 2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 2, NLTS2)는

IDEA에 해당하는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NLTS2는 특수교육

을받는 13세에서 16세 사이의학생 11,272명을 표본으로 2000년에실시한전국

규모 서베이의 후속 연구로 실시된 것이다. 2000년 당시 이 표본 학생들 중,

35%는 연간소득이 25,000달러 이하의저소득가구출신이었으며, 25%는 편부

모 가구 다. 전체 표본 학생 중 93.9%가 2000년 당시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2.6%는 특수학교를 다니고, 나머지는 대안학교, 직업학교 및 기타

유형의학교에재학하고있었다. 

졸업률
다음 그림은 14-21세 장애인 학생들 중 고등학교 졸업자와 중퇴자의 비율을

10년에걸쳐비교한결과를보여준다. 

졸업후성과
NLTS2에 따르면, 청년 장애인들의 85%가 졸업 후 4년 안에 고용이 되거나

중등교육 이후 교육과정에 진학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는다. 중등교육 이후 교육

과정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의 경우, 미국 전체 평균은 53%인 한편, 장애학생의

경우 45%이다. 중등교육 이후 교육을 받는 이들 중, 6%가 비즈니스, 직업, 기술

학교 등에 등록했고 13%는 2년제 전문대학 과정에 진학했으며, 8%는 4년대 대

학에 입학했다. 같은 연령대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12%가 2년제 대학, 29%가

4년제대학에진학했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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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후속 조사 결과, 17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인구의 66%가 취업을 한

반면, 장애인의 경우 약 57%가 고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장애 및 중복

장애가 있는 젊은 장애인은 학교, 직업 및 직업 준비에 참여하는 비율이 최저인

것으로나타났다. 

학습, 인지, 행동 또는 정서적 장애가 있는 청년들은 전체 청년인구와 비교해

형사사벌절차에연루될가능성이 4~5배 정도높았다.

모든 장애범주중지적장애를지닌청년들은학교를졸업할가능성이가장낮

고, 고용률도최저수준이었다. 중퇴자들은이후교육이나취업에참여하는비율이

훨씬 낮았고, 체포를 경험해본 비율도 고등학교를 마친 장애학생에 비해 10배나

높았다. 시각 혹은 청각장애 학생중 90%이상이 정식 졸업을 했고, 상급학교에

등록하는비율도다른장애학생에비해두배인것으로나타났다.

정서장애를 가진 학생 등 일부 학생들의 경우 교육적 성취가 심각하게 낮았다.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직업으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더

잘 반 할 수 있는 교과과정, 교수법과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

14세에서21세사이의장애인학생, 졸업자, 수료자, 중퇴자의비율57

(1995~2006 기준) 

졸업자

수료자

중퇴자



장애아동교육의장애요인

장애아동의취학을가로막는많은장애요인이있다.(59-61) 본장에서는, 이러한

장애요인을제도적인문제와학교차원의문제로구분해서논한다. 

제도전반에걸친문제점들
책임의부처간분산

일부국가에서는장애아동전체에대한교육혹은장애아동일부에대한교

육이보건부, 사회복지부, 사회보호부등각기다른부처(엘살바도르, 파키스탄,

방 라데시)나혹은별도의특수교육부소관이다. 또여타국가(이디오피아, 르

완다)의경우, 부처간장애아동교육에대한역할이공유되고있다.(25)

인도의경우, 특수학교장애아동은사회정의및역량강화부소관이나주류

학교내 [장애] 아동은인적자원개발부산하교육부서의소관이다.(32) 이러한부

서배치는장애아동에게필요한것은동등한기회라기보다복지라고생각하는

인식을반 하는것이다.(11) 이특정모델은장애아동을주류사회에서더욱분리

시키는것으로, 이모델로인해장애아동교육의초점이교육과사회적, 경제적

통합실현에서처우및사회적고립으로옮겨지게된다. 

법률, 정책, 목표및계획의미비

장애아동교육을위한구상의예는많지만, 법률, 정책, 목표및계획의미비

가 ‘모두를위한교육’을제공하는노력에주요한걸림돌이되고있다.(62) 가장빈

번히나타나는정책상문제점으로는장애아동의취학을위한재정적지원기타

유인책의부족, 그리고장애아동과그가족에대한사회보호및지원서비스의

부족등이있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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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교육신속처리안파트너쉽(Education for All Fast Track Initiative

Partnership)’에참여하는 28개국을검토한결과, 장애아동을교육에통합시키기

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자료수집, 교사연수, 학교건물에대한접

근성, 추가학습자료및지원제공(64)등과같은문제에대한목표나계획을가지

고있는국가는 10개국정도 다. 예를들어, 가나는 ‘특수교육에대한욕구가

경미한’ 아동은모두2015년까지주류학교에서교육을받도록한다는등의목표

를세웠다. 지부티와모잠비크는일반학교아동들에대한목표를언급하고있

으며, 케냐는장애인의총학교등록률을 2010년까지 10%로증가시키겠다는목

표와교사교육및관련장비를제공하겠다는목표도세운상태이다. 한편다른

13개국은정책내용에장애아동에대한부분이있긴하나, 국내전략의세부사

항이미흡했고, 나머지5개국은장애나통합교육에대한언급조차없었다. 

부적절한자원

제한적이거나부적절한자원은장애아동통합교육을실현하는데큰걸림돌

로간주된다.(65) 미국에서실시한연구조사에따르면, 장애아동을교육하는데드

는평균비용은비장애아동대비 1.9배높으며, 장애유형과정도에따라이러한

차이는최소 1.6배에서최대 3.1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66) 교육제도가잘

갖춰져있고통합교육을지원하는국가를포함해대다수의개도국에서도장애

아동전체를지원하기란쉽지않다. 

국가의교육예산은제한적인경우가많으며, 가족들도교육비용을충당하

기어려운경우가많다.(9, 17, 67) 학교부족, 부적절한시설, 자격을갖춘교사부족,

학습자료부족등자원이부족하다.(6) 2006년에실시한장애아동통합교육기회

창출을위한엘살바도르의역량평가에따르면, 모든장애학생들에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재원에한계가있었다고한다.(68)

실천을위한다카르프레임워크(Dakar Framework for Action)는 ‘모두를위

한교육’을달성하려면국가의재정지원이증가해야하며, 양자적, 다자적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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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통한개발원조를증가시킬필요가있음을밝히고있다.(67) 그러나이런재정

지원이나개발원조가항상마련되어있는것은아니기에, 진전에제약이되고

있다.(17)

학교문제
커리큘럼및교육학

모든학습자의다양한능력과욕구에부응하기위해서는교육에대한탄력

적인접근이필요하다.(69) 커리큘럼과교수법이경직되고적절한교재가부재한

경우, 예를들어수화가제공되지않고점자와같은대안적형식의교육자료가

없는등정보가가장적절한형태로제공되지않는경우, 장애아동이배제될위

험은더욱커지게된다.(69) 평가체계는개인의진척도보다는학업성취도에주안

점이맞춰져있는경우가많으며, 따라서특수교육적욕구를지닌학생에게는

이또한제약적인요인이될수있다.(69) 부모들은주류화학교의교육질에대한

우려때문에장애가있는자녀를위해분리교육환경을선호하게되는경향이

있다.(17)

교사에대한부적절한훈련및지원

교사들에게장애학습자를지원할수있는시간이나자원이없을수있다.(70)

자원이빈약한지역의경우, 학급당학생수는지나치게많고장애아동의개인

적인욕구에일상적으로대응할수있는훈련된교사가크게부족하다.(71, 72) 대다

수의교사들은수화실력이부족해청각장애인학생들은의사소통에어려움을

겪고있다.(73) 그밖에도교실내활동보조와같은지원도부족하다. 살라만카선

언이후정책에많은변화가있었으나, 교사교육의발전이이러한정책변화에

반드시발맞춰가지는않는다. 예를들어, 인도에서는일반교사예비훈련과정

에특수욕구가있는아동교육에익숙해지는내용이전무하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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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장벽

학교건물의물리적접근은장애아동교육의필수적인전제조건이다.(65) 지체

장애인들의경우, 도로나다리가휠체어접근가능하지않고그거리가길다면

통학에어려움을겪게된다.(17) 학교에도착할수있다할지라도교내에계단이

나좁은출입구, 부적절한좌석, 접근불가능한화장실시설(74) 등다양한장애요

인이있을수있다.(74)

낙인(labeling)

장애아동들은건강상태에따라특수교육대상이될것인지여타지원서비스

를받게될것인지분류된다.(29) 예를들어, 난독증, 시각장애나청각장애진단을

통해기술적지원및의사소통지원, 전문교습(75)에대한접근을높일수있다.

그러나교육환경에서아동에게장애인이라는낙인을부여하게되면오명화,

동료따돌림, 낮은자존감, 낮은기대치, 제한된기회등부정적인 향이있을

수있다.(29) 학생들은장애에대한주변의부정적인시선때문에, 자신의장애를

드러내고싶지않을수있으나그렇게되면, 필요한지원서비스를받을기회를

놓치게된다.(76) 미국의두개주에서실시한연구조사는 155명의유치원교사에

게장애아동의통합교육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었다.(77) 설문지는장애

아동을묘사한짧은스케치를포함한두개의다른버전으로제작되었다. 한설

문지는 ‘낙인’ 버전으로뇌성마비와같이특정장애유형을지칭하는표현을사

용했고, 다른하나는이러한꼬리표를사용하지않고단순히해당아동을묘사

했다. 그결과낙인버전설문지를작성한교사들보다, 비낙인버전을작성한

교사들이장애아동통합교육에더긍정적이었다. 이를통해, 꼬리표로인해보

다부정적인태도가나타날수있으며, 장애아동교육에대한정책개발시성인

들의태도가중요하다는점을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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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적장애요인

부정적인태도는장애아동교육에주요한장애요인이되고있다.(78, 79) 일부문

화에서는장애인들은천벌을받았다거나, 재수가없다는식의인식을가지고

있다.(80, 81) 그결과학교를다녀야할장애아동들을학교에오지못하게하는경

우가 간혹 발생한다. 르완다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기반 연구에 따르면 손상

(impairments)에 대한 인식이 장애아동의 취학 여부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지역사회의장애에대한부정적인태도는장애인을지칭하는표현에도나타난

다.(82, 83)

교사, 학교운 자, 주변학생들, 심지어가족구성원에이르기까지,관련된사

람들의태도가장애아동을주류학교에통합하는데 향을미친다.(74, 84) 교장을

포함한일부교사들은장애아동을가르칠의무가없다고생각한다.(84) 남아프리

카에서는장애학생은장래상급학교에진학할전망이없다고생각하는학교운

자들의믿음이장애학생의취학과졸업에 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85) 또

아이티와미국을비교한한연구결과에따르면, 양국의교사들모두일반적으

로는주류화교육환경에서가르치기편한장애유형이있고이를편애하는경

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36) 장애아동에대해지원적인사람들조차장애아동

에대한기대치가낮고그결과해당아동들의학업성취도에대해거의주의를

기울이지않는다. 교사들, 부모들, 동료학생들이장애아동을배려하는경우에

도, 장애아동들의학습능력은믿지않는다.(86, 87) 장애아동이있는가정중일부

는특수학교가장애아동교육에가장적합하다고생각하기도한다.(76)

폭력, 따돌림, 학대

교사, 교직원및주변학생들이교육현장에서장애학생에게폭력을가하는

일은흔한일이다.(20) 장애학생들은물리적위협이나학대언어폭력및사회적

고립화등폭력적인행동의표적이되는경우가많다. 장애아동에게는따돌림

에대한두려움도실제따돌림만큼이나심각한문제가된다.(88) 주류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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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따돌림이나낙인등에대한두려움때문에, 장애아동들은특수학교에다

니기를선호한다.(88) 청각장애아동들은구화로의사소통을하는데어려움이있

기때문에특히학대에취약하다. 

교육장벽에대한대처

교육에서장애아동의통합을보장하려면, 제도적인변화및학교차원의변

화가모두필요하다.(89) 그밖의다른복잡한변화들과더불어, 비전, 기술, 인센

티브, 자원및행동계획도필요하다.(90) 통합적교육제도에서가장중요한요소

중하나는국가적차원과학교차원의비용중립적이고(cost-neutral) 강력하고

지속적인지도력이다. 

제도전반에걸친개입
법률

통합적교육제도의성공은적절한법률을채택하고, 정책을개발하며, 그실

행에적절한재원을제공하겠다는국가의의지에달려있다. 1970년대중반이

후, 이탈리아는모든장애아동의통합교육을지원하는법률제도를가지고있었

으며, 그결과높은통합교육률이달성되고긍정적인교육적성과도얻을수있

었다.(33, 91, 92)

뉴질랜드의사례는어떻게정부부처가장애학생교육권에대한이해를증진

시킬수있는지잘보여준다. 그방법은,

■장애아동이이용할수있는지원서비스대중홍보

■학교이사회의법적책임을이사회측에상기

■부모에게제공된정보검토

■제소절차검토(93)

저소득국가및중진국에서실시한조사에따르면, 정치적의지가부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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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있더라도그실효성이제한적이라고한다.(31) 낮은실효성을야기한다른

요인으로는교육에대한부족한재원지원, 장애인및특수지원교육이필요한

학생을가르쳐본경험부족등이있다. 

정책

장애아동교육에대한명확한국가정책이보다평등한교육제도를개발하

는데필수적이다. UNESCO는정책입안자들과관리자들이통합교육을지원할

수있는정책과관행을개발하도록지원하는지침을간행했다.(94) 국가적차원의

명확한정책방향덕분에이탈리아, 라오스, 레소토, 베트남등많은국가들이

주요한교육개혁을달성할수있었다(Box 7.3. 참조).

Box 7.3. 베트남에서통합교육은가능하다. 그러나개선의여지는
있다.

1990년대 초반, 베트남에서는 교육에 있어 장애아동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개혁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특수교육센터(Centre for Special Education)

가 국제 비정부기구와 함께 두 개의 시범 프로젝트를 개설했는데, 하나는 농어촌

지역에서 다른 하나는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각 프로젝트의 현지 운 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공식적인 학교명단에 빠져있

는 아동이 있는지 가정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기회

에서배제된다양한장애유형의아동이총 1,078명이있음을파악할수있었다. 

학교운 자들, 교사들과학부모들에게다음에대한교육이제공되었다.

■ 통합교육의혜택

■특수교육서비스

■개별화된교육프로그램

■편의시설및환경개조수행

■평가

■가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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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보행훈련을 실시하거나 부모를 대상으로 뇌

성마비학생의 이동성 개선을 돕는 운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이

제공되었다.

이후 4년이 지나고, 위 1,078명의 장애아동 중 1,000명이 현지 학교의 일반교

육수업에성공적으로참여해왔다는평가가있었다. 이는 교사와부모모두가환

하는 성과 다. 국제 기부자의 지원을 통해,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른 세 개의

지방에서도 실시되었다. 그 결과, 3년 동안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인 재

학생의 비율이 30%에서 86%로 증가했으며, 4,000명의 신입생이 주변 학교에

등록을하는성과가있었다. 

후속 평가를 통해 교사들이 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는 수업에 대해 이전보다 더

열린자세를갖게되었으며, 통합교육관행에대해더욱준비되고더많은지식을

갖추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동들의 지역사회 통합이 개선

되었다는 점이다. 통합환경에서 장애인 학생 1인당 프로그램의 평균 비용은 연간

미화 58달러인 한편 비장애인 학생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20달러, 분리교육 체계

에서 장애인 학생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400달러 다. 이 비용에는 보청기, 휠체

어, 점자 인쇄기 등 많은 장애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특수장비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않는데, 이 비용은사실대부분의가족들에게큰부담이된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약 2%만이 통합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95%가 여전히 미취학 상태이다.(90) 그러나

위 시범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장애 정책과 장애에 대한 태도가 변화할 수 있

었으며, 통합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육훈련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는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장애아동의 비

율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신규 법률과 정책도 시행 중에

있다. 

1987년레소토는특수교육에대한일련의정책개발에착수했다. 1991년, 레

소토는 특수교육부를 설치하고 국가차원의 통합교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95)

총 2,649명이상의교사들에대한인터뷰를포함하여레소토의전체초등학교

의 4분의 1을대상으로 1993년에실시한연구조사에따르면, 레소토아동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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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애가있으며특수한교육적욕구를지니고있다고한다.(95) 통합교육을위

한국가프로그램은각구역당하나씩총 10개학교에서시범운 되었다. 이

학교들에서는전문가와장애인당사자들의도움을받아교사및교생들을대상

으로하는통합교육훈련이개발되었다. 레소토에서실시한통합교육에관한

최근연구에따르면, 교사들이학생들의욕구에대응하는방식이가변적인것

임이밝혀졌다.(96) 교사의태도와관련해, 긍정적효과도있는것으로나타났는

데, 공식적인정책이없었다면이러한개선이이뤄지기는어려웠을것이다. 

국가계획

국가행동계획을수립하거나개정하고, 이계획을실행할인프라와역량을

구축하는것이장애아동을교육에통합하는데꼭필요한핵심이다.(79) UN장애

인권리협약 24조의의미는필요한경우관련타부처와협력하되, 장애아동교

육의제도적책임은기본적으로교육부에있어야한다는것이다.(97) ‘모두를위

한교육’의국가계획은다음과같아야한다. 

■장애아동의교육받을권리에대한국제적의지를반

■장애아동의수파악및그들의욕구평가

■부모의지원과지역사회개입의중요성강조

■장애인접근가능한학교건물및다양한필요에부응할수있는교과과정,

교수법및수업자료등주요한지원제공계획수립

■서비스확대및교육훈련프로그램을통한역량강화

■충분한재원확보

■모니터링과평가실행, 학생에관한양적질적데이터개선(64)

재원지원

특수교육기관이건, 주류화학교이건, 특수지원교육에자금을지원하는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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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기본적으로세가지가있다. 

■특수국가기금(Special National Fund, 브라질)을설치하거나, 학교간특수

교육네트워크(Special Education Network of Schools: 파키스탄)에자금을지

원하거나 혹은 전반적인 교육 예산의 고정비율을 할당하는(니카라구

아:0.92%, 파나마: 2.3%)등국가예산을통한방식

■교육기관의 특수한 필요(예, 학습자료, 교습 보조기기, 교육훈련, 운 지원

(칠레와멕시코))에대하여자금을지원하는방식

■개인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도록자금을개인에게지원하는방식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및뉴질랜드)

스위스와미국같은여타국가들은지역차원에서특수교육을위해탄력적

이용이가능한국가재원을포함해여러자금지원방식을혼용한정책을시행

한다. 자금지원대상이되는자격기준은복잡할수있다. 어떤재원지원모델

을활용하건, 재원지원은기본적으로다음을준수해야한다. 

■이해하기쉬울것

■융통성있고예측가능할것

■충분한자금을제공할것

■비용중심의지원으로지원받는대상의비용관리를허용할것

■특수교육을일반교육과연계시킬것

■파악및배치에중립성을유지할것(98,99)

국가별가용자원데이터를비교하는한가지시스템은의학적상태, 행동적

혹은정서적상태, 또는사회경제적, 문화적불이익등욕구의원인별로학생들

을범주화하는것이다.(31) 의학적진단을받은아동에대한재원지원은연령대

에따른편차가가장적다. 사회경제적혹은문화적으로불리한아동에대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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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원은주로어린아이들에게집중이되어있고, 중고등학생정도되면재원

할당률이급감한다.(100) 이범주에배분되는재원지원감소로인해해당연령대

에서학교중퇴율이더높게나타나며, 특히중고등학교후반대의중퇴율이높

은데이는현제도가이들의교육욕구를충족시키지못함을시사한다. 

표 7.2는중남미국가들의데이터를요약한것으로, 캐나다의뉴브런스위크

지방, 미국, OECD국가 중위값(median) 등 유사한 데이터들과 비교하고 있다.

중남미국가들이취학전혹은초등학교장애인학생들을위하여재원을지원

하고있음은분명하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전반기로갈수록재원지원이급감

하고있으며, 중등교육후반기가되면재원지원이전무하다. OECD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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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2. 교육자원을지원받는장애인학생들의국가별, 학력별비율31, 101

국가 의무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벨리즈 0.95 ─ 0.96 ─ ─

브라질 0.71 1.52 0.71 0.06 ─

칠레 0.97 1.31 1.17 1.34 ─

콜롬비아 0.73 0.86 0.84 0.52 N/A

코스타리카 1.21 4.39 1.01 1.48 N/A

가이아나 0.15 N/A 0.22 N/A N/A

멕시코 0.73 0.53 0.98 0.26 ─

니카라과 0.40 0.64 0.40 ─ ─

파라과이 0.45 N/A 0.45 N/A N/A

페루 0.20 0.94 0.30 0.02 N/A

우루과이 1.98 ─ 1.98 ─ ─

미국 5.25 7.38 7.39 3.11 3.04

뉴브룬스윅주(캐나다) 2.89 ─ 2.19 3.80 3.21

OECD 국가중위값 2.63 0.98 2.43 3.11 1.37

비고: 멕시코는 OECD 회원국가이다. 부분적인 데이터만 활용 가능한 국가는 이탤릭체로 표시되었으며, N/A는
해당사항없음을의미한다. 즉, 해당 데이터가없거나수집되지못했다는것을의미한다.



도고등교육으로갈수록재원지원수준이하락하고있긴하나, OECD 국가들

은기본적으로전연령대의장애인학생들에게재원을지원한다는점에서, 중

남미국가들과는대조적이다. 

장애아동들이비장애아동들과동일한표준의교육에접근할수있도록하려

면, 재정지원을늘릴필요가있다.(17) 저소득국가에서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

위해서는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재정지원이필요하다. 라오스의경우, ‘세이

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스웨덴 국제 개발 협력청(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은 1993년과 2009년사이, 통합교육프로젝

트를위한재원지원및기술지원을제공해왔다. 이프로젝트를통해통합교육

분야의정책및관행을발전시키는중앙집중적이며, 국가적차원의접근이마

련되었다. 1993년수도비엔티안에서시범학교가개교하여다양한서비스가

제공되기시작했다. 현재 141개구역에총 539개학교에서 3천여장애아동을대

상으로통합교육과전문적인지원을제공하고있다.(102)

특수학교와통합학교운 비용액수는정확히추정하기힘들지만, 통합환

경이보다비용효율적이라는것이중론이다.(33) 통합교육은학교재원지원이분

산되고, 예산이지역차원으로위임되며재원이전체적인등록자수와그밖의

지표에비례하여조정될때성공할확률이커진다. 탄력적인기금중소액이라

도활용할수있다면새로운접근방법도추진될수있다.(103)

학교개입
개인차를파악하고반 하기

교육제도는전통적인교육학에서벗어나각개인이 (그들나름의) 학습능력

과학습방식을가지도있다는점을인정하는, 보다학습자중심적인접근방법

을취할필요가있다. 교과과정, 교수법및수업자료, 평가와시험체계, 학급관

리는모두접근가능해야하며, 탄력성을갖고각기다른학습방식을지원할수

있어야한다.(19, 69)

440



평가관행에따라, 통합이촉진될수도있고, 오히려저해될수도있다.(103) 높

은학업성취도달성을목표로하는것이학교문화이긴하나통합교육정책을

통해모든아동들이자신의잠재력을펼칠수있도록해야한다.(104) 각기능력이

다르고, 연령대가다른학생들이함께수업을받는학급이더욱많아질것으로

보이는상황에서, 능력별학급편성은통합교육에저해요소가되기도한다.(17, 69)

2005년, 특수지원교육 발전을 위한 유럽기구(European Agency for

Development in Special Needs Education)는주류교육환경에서통합교육을지

원하는평가형태를연구했다.(105) 23개국, 50명의평가전문가들이참여한이연

구는, 어떻게주로의학에기반한결핍접근법(deficit approach, 무엇이모자라

는가로접근하는자세) 에서교육적이며상호작용적인접근으로이동할것인

가를주제로다뤘다. 이연구에서제안한원칙은다음과같다. 

■평가절차는모든학생들의학습증진을도와야한다. 

■모든학생들은모든평가절차에참여할자격이있다. 

■장애학생의욕구는, 장애인에게국한된평가정책뿐만아니라, 모든일반평

가정책에도반 되어야한다. 

■평가절차는서로상호보완적이어야한다. 

■평가절차는각학생들의학업진척도와성취도를파악하고이를존중함으로

써, 다양성을증진시키는것을목표로해야한다.

■통합적평가절차는낙인의형태를최대한피함으로써, 분리를예방하는것

을명시적인목표로삼아야한다. 평가는주류환경에서통합이보다잘이루

어지도록하는학습과교육실무에초점을맞춰야한다. 

개인맞춤형교육계획은특수지원교육이필요한아동에게효과적인수단으

로써, 이들이최대한제약이없는환경에서효과적으로학습할수있도록돕는

다. 다학제적인과정을통해발전한개인맞춤형교육계획은개인의욕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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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및목표, 적절한교습전략, 필요한합리적편의와지원을파악한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국, 미국과같은다수의국가에는이러한계획에대한정책

및문서화된절차가있다.(106)

최적의학습환경을조성하게되면, 아동의학습과정및잠재력달성에도움

이된다.(107) 보조공학기술을비롯한정보통신기술은가능한범위내에서활용

할필요가있다.(69, 108) 장애학생중일부는확대문자, 낭독기, 점자, 수화, 특수소

프트웨어등의편의제공이필요할수있다. 을읽지못하는학생들의경우, 구

술시험과같은대체시험형식또한필요할수있다. 지적장애로인해이해력이

떨어지는학습자들은(해당학습자의눈높이를감안하여) 조정된교수법과스

타일이필요할것이다. 또, 합리적편의제공과관련된선택은가용자원에달려

있다.(71)

추가지원제공

통합교육정책을성공적으로마무리하려면, 일부장애아동들에게는추가지

원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5) 이와관련해발생한추가비용은특수교육기관

에있는학생이주류학교로전학함에따라절감되는비용으로상쇄될수있다. 

각학교는필요할경우특수교육전공교사를활용할수있어야한다. 핀란드

에서는, 대다수의학교에최소한한명의정규직특수교육교사가근무한다. 이

교사들은평가를제공하고, 개인맞춤형교육계획을개발하며, 필요한서비스를

조율하고주류학교교사들을위한지침을제공한다.(109) 엘살바도르에서는주류

초등학교에 ‘지원방(support rooms)’이만들어져, 장애인을비롯한특수지원교

육이필요한학생들에게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서비스에는학생평

가, 개인별또는소그룹별지도, 일반교사들에대한지원및언어치료기타유사

서비스등이포함된다. 지원방교사들은학부모와긴 히협력하며, 이들에대

한훈련및급료는교육부의예산에서지출된다. 2005년, 전국학교의 10%가지

원방을설치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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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보조교사(learning support assistants) 혹은 특수지원 보조교사

(special needs assistants)로도부르는보조교사들이주류학급에배치되는경우

가늘어나고있다. 이들의역할은상황에따라다양하나, 기본적으로는장애아

동이주류학급에참여하는것을돕는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이들이대리교

사는아니다. 특수지원보조교사의성공적인배치를위해서는우선보조교사와

교사간효과적인의사소통과효과적인계획이있어야하고, 보조교사의역할

과책임에대한이해를공유하고, 보조교사가지원을제공하는방식을지속적

으로관찰해야한다.(110, 111) 특수지원보조교사를과도하게활용하게되면보다

탄력적인접근법을제한하게되고, 수업시간에장애아동들을열외로취급하게

될위험도있다.(93) 특수지원보조교사는장애아동들이비장애아동들과어울리

거나, 제나이에맞는여러활동을하는것을가로막아서는안된다.(88)

조기발견및개입을통해장애아동이학교를다니면서필요로할수도있는

교육지원의수준을낮출수있고, 이들이자신들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

있도록도울수도있다.(107) 장애아동들은그들의학습을지원하는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교육심리학자와같은특수건강및교육

전문가를활용할필요가있을수있다.(107) 유럽에서실시한유년기개입에대한

검토보고서는건강, 교육및사회서비스의적절한조정이필요함을강조하고

있다.(112)

기존의자원을최대한활용해학습을지원하는일은특히자원이제한된환

경에서중요하다. 예를들어, 가난한농어촌지역학교는학급규모가크고교과

교재도부족할수있지만, 강력한지역사회의개입과긍정적인자세로이러한

장애요인을극복할수있다.(65) 학습과정을크게증진하는다수의교육자료를

지역에서제작할수도있다.(103) 특수학교가있다면, 이런학교들은교육및 (인

적)자원센터로서, 장애전문성(조기발견및개입)에기여할수있다.(5) 저소득

환경의경우, 순회교사는교사부족현상에대처하고, 점자읽기및쓰기, 예비

교육및이동성과같은장애아동의능력개발을지원하며, 교육자료를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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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등에있어비용효율적인방법일수있다.(113)

교사역량구축

주류학교교사들이다양한교육욕구가있는아동들을가르치는데있어자

신감을키우고역량을갖추기위해서는, 주류학교교사들을위한적절한훈련

이중요하다. 교사훈련프로그램은단순한지식과기술이아니라 (장애인에대

한) 태도와가치에대한것으로, 이프로그램에는통합교육의원칙도포함시켜

야한다.(103) 에티오피아의세베타교사연수원(Sebeta Teacher Training Institute)

에서제공되는것과같은자격훈련이후훈련과정(현직교사훈련)은궁극적으

로장애학생들에대한 (교육서비스) 제공을개선하고, 장애학생의등록율을높

일수있다(Box 7.4 참조). 

장애인교사들도역할모델로장려되어야한다. 모잠비크에서는한사범대

학과전국단위의장애인당사자조직인 ADEMO가공동으로장애학생교육을

담당하는교사들에대한연수를실시하고, 장애인학생들이교사로서이훈련

에참여하는경우장학금을제공하고있다.(116)

몇몇자원을통해교사가장애학생들을위한통합적인접근을지향하도록

지원할수있으며, 그예는다음과같다. 

■다양성포용. 통합적이고, 학습친화적인환경구축을위한툴킷(도구모음)

에는 9권의자습서가담겨있어, 교사들이다양한학급환경에서교수법을개

선하도록도와준다.(107)

■모듈 4 - 우수사례및정책조언에대한툴킷중, 장애인의교육과직업훈련

을증진하는정보통신기술의이용은정보통신기술이어떻게장애인의교육

접근을촉진할수있는지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108)

■비상사태시 교육 - 모두를 포함하는 것. INEE 통합교육 지침서(Including

every–one: INEE pocket guide to inclusive education)는비상사태및분쟁

상황에있는교육자들을위한지원을제공하고있다.(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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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7.4. 이디오피아의교사교육

이디오피아에서는 1990년 이래많은국제적지원을받으면서특수교육을위한

교사교육이 실시되어 왔다. 1990년대 초반까지, 특수교육 교사 훈련은 주로 비정

부기구에서 진행하는 간단한 워크샵 정도가 전부 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도출하지 못했다. 또 이러한 접근으

로는정부가특수교육스텝을교육하는데있어자립적일수도없었다. 

핀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92년부터, 한 교사양성기관에 6개월의 훈련과정

이 개설되었다.(114) 이는 기존의 특수학교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특수학급을 도입

하며, 순회교사의 지원을 받는 주류학급 내 학습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추진력의

일부가 되었다. 핀란드 대학에서 50명의 교사들이 교육을 받았다(이중 6명은 핀

란드현지에서교육을받았고나머지 44명은현지교육비용의 10%에불과한비

용으로수강이가능한원격강의를통해교육을받았다.). 

지원교육 단기과정이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대학에 개설되었고, 특별센

터인 세베타 교사연수원(Sebeta Teacher Training Institute)이 세베다 맹학교

(Sebeta School for the Blind)에 부설되었다. 1994년과 98년 사이, 115명의 학

생들이 특수교육 교사로 졸업했으며, 수천명의 주류화 교육 교사들이 현직 교사

연수 과정을 이수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통합교육을 위해 필요한 충

분한수의교사를양성하지는못했다.(115)

그 밖에도이디오피아의여타정규대학에서전체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특수

지원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베타는 교사 자격이 있는 교사들에게 10개

월 연수 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세베타의 연수 프로그램 결과, 특수학

급 및 취학 장애아동의 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거

의 1,500만에 달하는초등학교취학연령인구중 6,000명의 장애아동만이초등

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64)

그밖에도통합교육에대한전문성과경험을공유하고지지적환경에서자

기나름의교수법을적용, 시험해볼기회를제공하는등여러활동을통해교사

훈련을지원해야한다.(69, 102)

분리학교가주된학교형태인환경에서는, 특수교육교사들이통합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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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활동으로전환할수있도록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통합교육을확대

하기위해서는특수학교와주류학교의협력이필수적이다.(62) 한국의경우, 정부

가각구역별로최소한하나의특수학교를선정하여, 파트너주류학교와의긴

한협력속에서, 동료지원이나분과활동과같은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장

애아동의통합을증진하는활동을하도록하고있다.(76)

물리적장벽제거

유니버설디자인의원칙은교육접근성정책의기반이되어야한다. 다수의

물리적장벽은상대적으로간단히극복할수있다. 교실의물리적레이아웃을

변경하게되면큰차이를만들어낼수있다.(118) 유니버설디자인을신축계획에

적용하면, 기존건물을개축하는것보다비용이적게들고총건설비용의약 1%

정도만추가하면된다.(119)

부정적태도극복

장애아동들이학교를다닌다고해서이들이학교생활에자동으로참여하는

것은아니다. 참여의의미를살리고우수한학습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 학

교의기풍(ethos), 즉다양성의존중과안전하고지원적인환경의구축이아주

중요하다. 

장애아동의지속적인학교교육참여및수업활동의참여를보장하기위해서

는교사의자세가아주중요하다. 장애아동을대하는교사의태도에대해아이

티와미국에서실시한한비교연구에따르면, 교사들은주변교사들이장애아동

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고장애인을지원하는학교문화가존재할수

록, 보다포용적인자세를갖게된다고한다.(36) 장애학생교육에대한교사들의

두려움과자신감결여는다음의예처럼극복될수있다. 

■잠비아의경우, 초등학교교사들은장애아동통합에관심을보 으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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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몫이라고믿고있었다. 다수의교사들이백색증과같은증상은전염이

될수있다고우려했다. 이들은자신들의부정적인믿음에대해토의하고, 이

러한부정적인관점에대해토의결과를반 하는 을써보도록권고받았

다.(120)

■우간다에서는, 장애아동들과교사들이정기적으로만나는시간을갖는것만

으로교사들의장애아동에대한태도가개선되었다.(56)

■몽골의경우, 특수교사들의지원을받아교사와학부모를대상으로통합교

육관련훈련프로그램이실시되었다. 약 1,600여명의교사들이훈련을받았

고, 훈련후이들은장애아동통합교육및학부모와의협력에대해아주긍정

적인태도를갖게되었다. 유치원등취학전교육시설및초등학교에등록한

장애아동의비율이기존22%에서44%로증가했다.(121)

지역사회, 가족, 장애인, 장애아동의역할
지역사회

전체지역사회가참여하는접근법은아동이지역사회의중요한구성원이라

는사실을반 하며, 지속가능한아동통합교육달성을용이하게해준다(Box

7.5. 참조)

Box 7.5. 피지의장애아동을위한스포츠122-124

2005년 3월 이후, 피지 장애인올림픽 위원회(Fiji Paralympic Committee,

FPC)와 호주 스포츠 위원회는 공동으로, 피지의 17개 특수교육센터에서 장애아

동통합스포츠활동(inclusive sport activities)을 제공해왔다. 이 활동들은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호주 스포츠 진흥 프로그램(Australian Sports Outreach

Program)의 일환으로 개인과 단체를 도와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양질의 통합스

포츠프로그램을시행하도록한다.

FPC의 풀뿌리 프로그램은 피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다양한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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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에대한선택폭을넓히기위해마련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의내용은다음과같

다. 

■ 태평양 주니어 스포츠(Pacific Junior Sport)- 게임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아동

들이참여하고자신의역량을개발할수있는기회를제공

■유아들을위한 qito lai lai (어린이경기)

■ 골프, 탁구, 테니스, 양궁 등 스포츠 협회가 교내에서 관련 세션을 운 하도록

마련

■학생들이 축구, 배구, 네트볼과 같은 인기종목 스포츠 및 보치아, 골볼, 좌식

배구와같은장애인스포츠종목에참여할수있도록학교를지원

■학생들이 축구, 네트볼, 배구 등 종목에서 주류화 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자신

의기량을겨뤄볼수있는축제와지역및전국스포츠토너먼트운

■장애인 선수가 주류화 학교 등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선수 홍보대사 프

로그램을통한역할모델제공

스포츠를통해서장애인의통합및안녕을개선할수있다. 

■ 지역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장애

인에대한낙인및차별을감소시킨다.

■ 장애인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발휘할수있도록자기역량강화를한다. 

■ 장애인이 격리되는 상황을 줄이고 이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보다 완전히 통합

될수있도록한다.

■ 젊은이들이 건강한 신체 구조(근골격계, 심혈관계)를 발달시키고, 건강 상태를

개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FPC의 노력 덕분에,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의 장애

아동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FPC의 스포츠 개발 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사람들은 장애아동들이 운동하는 걸 보고,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

들을할수있다는것을알게됩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CBR) 프로젝트는장애아동의교육활동을포함하는경우

가많으며, 통합이라는목표를공유한다.(5, 125) 통합교육을지원하는 CBR관련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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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는장애아동을적절한학교에알선하는것, 학교에서장애아동입학을

허용하도록설득하는것, 교사들의장애아동지원을돕는것, 가족과지역사회

간연계를구축하는것등이있다.(59)

CBR 종사자들은보조기기를제공하고, 의료치료를확보하며, 학교환경의접

근성을개선하고, 장애인당사자단체들과네트워크를형성하고, 학생들의졸

업후고용및직업훈련을찾아주는등의측면에서교사들에게유용한도움을

줄수있다. 

CBR을통합교육에연계시키는혁신적인실천사례는다수의저소득국가에

서발견된다. 

■우간다의카라모자지역은대부분유목민족이며전체인구의 11.5%만이맹

을면한곳으로, 아이들의가사노동이가족의생존을위해서반드시필요하

다. 이지역에서, 카라모자를위한대안기본교육(Alternative Basic Education

for Karamoja)이라는프로젝트가착수되었다. 이지역사회중심프로젝트는

통합교육을추진하며,(126) 장애아동의참여를독려하고학교수업이현지언

어로진행되도록했다. 교과과정은지역사회의생계와관련이되며, 가축이

나곡물생산과같은주제도다뤄진다.

■케냐서부의오리앙프로젝트는 5개의초등학교에통합교육을도입하 다.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은 레오나드 체샤이어 디서벌러티(Leonard Cheshire

Disability)가제공했다.(60) 이러한지원의내용으로는신입교사훈련과학생,

학부모, 교사및광범한지역사회와의협력등이있으며, 이를통하여, 인식

을변화시키고통합교육실시를위한올바른기반을구축한다. 이프로젝트

의수혜자는총 2,568명의아동들로이중 282명은경증에서중증에이르는

장애를가지고있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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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모는자녀학습의전과정에참여해야한다.(128) 가족은아동에게일차적인

교육제공자이며, 가정은가장중요한학습의장이다. 부모들은자녀의교육기

회창출을위해적극적이며, 통합교육과정을촉진하기위해서학교이사회에

참여해야한다. 일부국가에서는개별학부모들이학부모단체등의지원을받

아정부를제소해장애아동들이일반학교에다닐수있는판례를남기는경우

도있었다. 인클루젼파나마(Inclusion Panama)는파나마정부를압박해장애아

동이분리된제도에서교육받을것을요구하는기존법을개정토록했다. 2003

년, 이러한캠페인덕분에, 정부는모든학교에서통합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

록하는정책을도입했다. 노르웨이의학부모단체인 NFU는잔비바르의학부

모들에게지원금을융자해주어, 교육부와의협력을통해통합교육을도입할수

있도록지원했다. 2009년, 레바논의한학부모단체는사범대학을설득해교사

들이시설이아닌지역사회에서실습훈련을받을수있도록하기도했다. 

장애인당사자단체

장애인당사자단체도장애아동교육을진흥하는데역할을한다. 예를들어,

어린장애인들과함께하면서, 역할모델을제시하고, 학부모들이자녀를학교

에보내고또자녀의교육에참여토록하며, 통합교육을위한캠페인을전개하

는것이이들의역할이다. 예를들어, 남아프리카장애인연맹(Southern Africa

Federation of the Disabled)은장애아동을비롯한장애인이참여하는다양한프

로그램과청소년프로그램을개설하고, 지난 15년간이프로그램을운 해왔

다. 이프로그램은장애아동에대한모든차별과학대, 교육과사회활동에서의

배제문제등에주력하고있다. 그러나,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은장애인교육분

야에서자신들의역할을발전시킬자원과역량이부족한경우가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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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장애아동당사자의의견은존중되어야하지만, 그렇지못한경우가태반이

다. 최근몇년동안, 아동들은자신들의교육경험에대한연구에참여해왔다.

아동들이정보제공자가되는이러한연구의결과는교육계획자나정책입안가

들에게는큰도움이되며, 이러한내용들은보다통합적인교육제도를만들어

나가는데중요한근거자료가된다. 아동들의동료간협력도통합을증진시키

는데보다잘활용되어야한다.(94)

시청각교수법은다양한사회경제적환경에있는아동들의관점을표출시키

는데특히효과적이다.(129, 130)

■일련의포커스그룹을통해, 9개 연방국가의청소년들에게UN장애인권리

협약에대한의견을물었다. 이그룹의 4분의 3이교육권을 3대이슈중하나

로선정했다.(131)

■네팔자파의난민프로그램을통해장애아동들이방치되고취약한그룹이라

는점이발견되었다.(132) 이에이프로그램을위한장애담당상근코디네이터

를임명해참여행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를담당하게했다. 장

애아동들은가정생활에대해이야기하고집밖에나왔을때어떻게웃음거

리가되는지설명했다. 아동과부모모두교육을최우선사항으로꼽았다. 18

개월이지나고, 700명이넘는아동들이학교에다니게되었으며, 청각장애아

동과비장애아동을위한수화교육훈련이난민촌전체에도입되었다.

■2007년 9월, 포르투갈 교육부는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유럽기구(European

Agency for Development in Special Needs Education)와의협력하에유럽전

역에서상담을실시했다.(133) 상담에참여한청소년들은통합교육을선호했으

나, 각개인들이원하는교육환경을선택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 통

합학교에서실제세상에대한경험을하고사회성을획득하 음을인정하지

만, 이들은또한개별화된특수전문가의지원을통해고등교육에대한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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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할수있었다고말했다. 

결론및권고

장애아동은비장애아동에비해학교에다니지않는경우가많고, 지속적으

로학교교육에참여하고상급학교로진학하는비율도낮다. 교육은인적자본

형성및사회경제활동참여에가장중요한요소이기때문에, 장애아동은양질

의교육에동등하게참여하여야한다. 

장애아동은전통적으로특수학교와같은분리학교에서교육을받아왔다. 그

러나, 도시와농촌지역의통합적인주류학교는향후비용절감효과를가져올

것이다. 통합교육은보다많은이들의참여를유도할수있으며, 장애아동이가

족이나지역사회에서격리되지않도록도와준다. 

교육정책, 교육제도및서비스의여러가지장애요인들은장애아동의주류

화교육기회를제한한다. 장애아동들이비장애아동들과동등한교육권을향

유토록하기위해서는, 물리적, 태도적장애요인을제거하고합리적편의제공

및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제도적변화및학교차원의변화가필요하다. 

정책입안가, 학교행정가, 교사, 가족및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등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은다음권고사항에열거된바와같이장애아동의교육기회및

교육성과개선에기여할수있다. 

명확한정책수립및데이터와정보개선

■장애아동의통합교육에대한명확한국가정책을개발해야한다. 해당정책

은 필요한 법률체계, 제도, 적절한 자원 등으로 뒷받침된다. ‘통합교육

(inclusive education)’과 ‘특수교육욕구(special educational needs)’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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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대한합의된정의가필요하며, 이를통해정책입안가들이장애아동을

포함하는평등한교육제도를개발하도록지원한다. 

■조사를통해욕구의수준과내용을파악해서올바른지원과편의시설이도

입될수있도록할수있다. 일부학생들의경우, 물리적환경을조금만개선

해도접근성이보장되는한편, 다른학생들은강도높은교육지도상의(학업

상의) 지원이필요하다. 

■감독과평가제도를구축해야한다. 특수학교와주류학교내장애가있는학

습자들의수자와그들의교육적욕구에대한데이터는, 기존의서비스제공

자를통해수집될수있다. 또통합교육의비용효율과효과에대한연구조사

도필요하다. 

■정책입안자, 교육자및가족들은통합교육을달성하는방법에대한지식을

공유해야한다. 개도국의경우, 이미통합교육으로이행한타국가의경험이

유용할수있다. 통합교육의시범프로젝트는모법사례의지방, 지역, 로벌

네트워크를통해순차적으로확대될수있다. 

통합증진을위한전략채택

■최대한주류에가깝게아동을교육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 필요하다면

특수교육시설과주류학교간연계를구축하는것도포함된다. 

■특수학교가존재하지않더라도, 신규특수학교를설립할필요는없다. 대신

이자원을주류학교에서장애아동들에대한추가지원을제공하는데활용해

야한다. 

■장애아동의학교접근을가능하게하는환경접근최소표준을의무화하는

등, 통합교육의인프라를구축해야하다. 장애인접근가능한교통수단확보

역시아주중요하다. 

■교사들이모든학생들에대한자신들의책무를인지하고장애학생들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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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기술을배양하고개선해야한다. 장애아동의통합에관한교사들의교

육은이상적으로는예비교사와현직교사교육에모두포함되어야한다. 장

애아동을위한서비스가미흡한농어촌지역교사교육이특히강조되어야

한다.

■교사와학교가천편일률적인모델에서다양한학습자의욕구에대응할수

있는탄력적인접근으로전환할수있도록지원한다. 개인맞춤형교육계획

을통해장애학생개개인의욕구가충족되도록하는것이좋은예이다.

■학생을분류하는방법, 지도법차별화방법, 장애학생에대한급우의도움,

기타저비용개입을통해학습에어려움을겪는학생들을지원하는방식등

을설명해주는기술적지침을교사들에게제공한다. 

■평가, 분류, 학생들의배치등에대한정책을명확히하고재고함으로써관련

정책에장애의상호작용적특성이반 되도록해야하며, 아동을낙인찍지

않고, 장애아동개개인에게혜택을주도록한다. 

■언어에대한권리를인정함으로써청각장애아동의교육권을증진해야한

다. 청각장애아동은조기에수화를배우고다언어로읽고쓰는방법을배워

야한다. 교사들에게수화를교육하고접근가능한교육자료를제공해야한

다. 

필요한경우, 전문서비스를제공

■학교인프라와교직원에대한투자를높여나감으로써, 특수교육이필요하다

고파악된장애아동들이필요한지원을받고교육과정전반에걸쳐지속적

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중증장애와경증장애가있는학생들모두,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등

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전문치료사가부재한경우에는, 기존의지역

사회중심재활서비스를활용해교육환경에서아동들을지원해야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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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자원도없다면, 이러한서비스를점진적으로개발해나가는노력을해

야한다. 

■장애아동에게특수지원을제공하기위해보조교사를배치하는안을고려해

보아야한다. 단, 보조교사제도로인해장애학생들이타학생들과격리되는

일이없도록해야한다. 

참여지원

■학부모와가족들을참여시켜야한다. 학부모와교사들은아동의교육욕구에

대해함께결정해야한다. 가족이교육과정에함께할때, 교육성과는개선

되며, 이러한가족의참여에대한비용은거의없다. 

■광범위한지역사회가장애아동교육과관련된활동에참여해야한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교육은하향식정책결정보다성공할확률이더크다. 

■CBR이존재하는경우에는교육서비스와 CBR 및기타재활서비스간연계

를발전시켜나가야한다. 이를통해, 희소한자원을보다효과적으로활용할

수있으며, 교육, 보건의료, 사회서비스가적절히통합될수있다. 

■장애성인과장애인당사자단체를독려하여장애아동교육접근증진에더

욱동참하게해야한다. 

■아동들이자신의교육에대한결정에참여하고, 이들의의견이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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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고용
Work and employment

제 장



“내장애로인해나는 농에종사할기회를잃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

난포기하지않았죠. 오리를키우고수경작물을팔고폐품을거래했어요. 비록사회적

차별과 신체적 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난 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된 일로

내오른발궤양이악화되었고, 결국절단해야만했어요. 다행히친구들과이웃들의도

움으로성공적으로의족을착용할수있었고, 의미있고독립적인삶을향한생활을다

시시작했죠. 맨처음부터다시시작해서소떼를키우기시작했죠. 마침내가축거래센

터를설립했어요. 풍족한삶을살수있었을뿐아니라나처럼한센병을갖고있는많

은다른사람들을도울수있게되었어요.”Tiexi

“내가대학에입학하려했을때나직장에지원했을때나, 많은사람들이장

애의이면을보려고노력했어요. 내가장애를갖고있다는이유만으로사람들은내가

아주간단한일, 심지어소화기를작동하는정도의일조차도할수없을거라고생각

해버리죠…사람들이나를다르게대하는주요한이유는, 내가간호사가되기로작정

한이래로, 아마도사람들이이전에나같은사람을대해본적이없기때문에두려워하

는걸거라고생각해요.”Rachael

“나는한NGO의급식부서에서일하면서그곳근무자25명에게식사를제

공하고있어요. 요리를안할때는인형재봉하는일을하죠. 그제품은상점에납품하

는데, 사람들은장애인이만든물건이기때문이아니라품질이좋기때문에제품을삽

니다. 직장에는친구들이많아요. 우리는모두지적장애를가지고있어요. 누구도나

와같은사람을고용하려하지않기때문에나는다른직업을선택할수없어요. 선택

의기회가있다면뭘할지는모르겠지만, 아마도노래하고춤추고음악을만드는일을

하고싶어요.”Debani

“지진이있기전엔우리는소망과꿈으로가득한일곱아이들의대가족이

었어요. 하지만우리중셋만파괴된건물잔해속에서살아남았죠. 미국의사들이내

한쪽다리만겨우구했어요. 의족을한채난다시학교에다니기시작했죠. 난과거의

추억을지닌채살고있고, 그추억은겨우몇장의사진으로남아있어요. 더배울필

요가있다는걸알고있었지만그러고싶지않았어요. 내삶의전환점이된건지역TV

채널의 신입 기자로 일해보라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 난 장애가 전문기자가 되는데

방해가될수있다고예상했죠. 하지만난따뜻한환 을받았어요. 난여기에고무되

어기자가되기위한현장교육을받았죠. 오래지않아난새로운환경과지위에적응했

고, 다른사람들과똑같은책임을부여받았으며어떤특혜도누리지않았어요.”Ani



8
노동과고용

전세계에걸쳐장애인들이기업가로자 업자로, 농부나

공장노동자로, 의사나선생님으로점원이나버스기사, 예술가, 컴퓨

터기술자등으로일하고있다.(1) 모든직업을장애인중누군가는수

행할수있고, 올바른환경만주어진다면거의모든장애인이생산적

인활동을할수있다. 하지만많은연구들이기록하고있듯이, 선진

국이든개발도상국이든노동연령대의장애인들은비장애인에비해

심각하게낮은고용률과훨씬높은실업률를경험하고있다.(2-9) 낮은

노동시장참가율은장애가빈곤으로이어지는중요한경로의하나이

다.(10-15)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제27조에서 ‘다른사람과동등하게장

애인의노동권을인정한다. 이는장애인이개방적이고통합적이며접

근가능한노동시장과근로환경내에서자유롭게선택하거나수용한

직업을통하여삶을 위할기회를가질권리를포함한다는것을인

정’하고있다.(16) 나아가CRPD는다른여러조항에서, 모든형태의고용

상의차별을금지하고직업훈련에대한접근성을개선하며자 업기

회를확대하며, 작업장에서의합리적편의제공을요구하고있다.

장애인의노동시장에서의성과에 향을미치는많은요인들이있

는데여기에는, 생산성격차, 차별및편견과관련된노동시장의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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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그리고장애급여시스템(disability benefit systems)으로인한근로의욕저하

등이포함된다.(2, 17-19) 노동시장의불완전성에대처하고장애인의고용을촉진하

기위해많은나라에서장애에근거한차별을금지하는법률을시행하고있다.

차별금지법의시행으로공식적경제부문에대한접근성이개선되고사회적편

익이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많은나라들이또한장애인고용기회의증대를

목적으로하는할당제와같은특별한조치들을취하고있다.(20) 직업재활과고용

서비스 - 직업훈련, 상담, 구직지원, 취업알선등 - 를통해장애인이노동시장에

서경쟁할수있도록능력을개발하거나회복시키고, 노동시장에의통합을촉

진할수있다. 이모든것의핵심은작업장에서의태도변화이다(Box 8.1 참조).

Box. 8.1 핵심개념

‘노동(work)’이라는 용어는 광의적이며 가정이나 가내기업에서의 무급노동, 공

식 혹은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의 타인이나 조직을 위한 유급노동, 자 업을 포함

한다.

생계수단(livelihood)은‘개인이 생필품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다.(21) 가정이

나 지역사회에서의 노동, 단독 노동이나 집단 노동, 단체나 정부기관 혹은 기업을

위한 노동과 연관된다. 현물이나 현금 혹은 일급이나 봉급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노동일수있다.(21) 많은 나라에서장애인들은대부분무임금(non-wage) 혹은 비

급여(non-salary) 형태의노동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22)

‘공식 경제 부문(formal economy)’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데, 여기에는 노동

자들이 계약에 의해 고용되고 봉급과 함께 연금제도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이 제

공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이 포함된다. ‘비공식 경제 부문(informal

economy)’은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제 역이다. 세농업, 세상업, 가

내기업, 소수의근로자를고용하는소기업, 기타 유사한활동이포함된다.(22)

‘노동 인구(labour force)’란 용어는 노동할 시간과 능력이 있고 취업해 있거

나취업하고자하는모든취업연령의성인을말한다.(23)‘실업인구(unemployed)’

는 취업하고있지않지만취업할수있고구직활동을하는사람들을포함한다. 장

애인의고용상황을측정하는지표들은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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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노동인구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되는 실업자

의수이다.

■ 고용률(employment rate)은 보수를받고일하는노동연령인구의비율이다.

■ 노동참여율(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은 고용 상태이든 미고용 상태이

든경제활동을하는성인인구의비율이다.

■ 고용률비(employment ratio)는 전체 인구의 고용률과 비교한 장애인 고용률

의비율을말한다. 

노동시장의이해

노동시장에의참여
장애인및장애인가구가배제를극복하려면, 장애와빈곤의순환고리를끊

고노동과생계수단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14, 24-26) 일부고용주들은여전히장

애인은자질이없거나생산적이지못할까봐두려워한다. 하지만장애인은대개

적합한기술과강한충성심을지니고있고결근율도낮다. 점차더많은회사들

이장애인고용이효율적이고이익이된다는사실을확인하고있다.(29, 30)

장애인의노동참여는다른이유로도중요하다:

■인적자원활용의극대화 - 장애인의생산적참여는개인의삶의질을개선

하고국민산출량확대에기여한다.(31, 32)

■인간존엄과사회통합증진 - 소득과는별개로고용은인간의존엄과사회

통합에대한의식을증진시킴으로써개인적사회적이익을가져온다.(33) 모

든개인은자신의인생의방향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어야하고, 자신의재

능과역량을완전히개발할수있어야한다.(16)

■더많은장애인을노동연령인구로수용 - 생명유지및연장을위한보건및

의료재활서비스의개선과만성질환의증가로인해다가오는수십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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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출현율은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세계인구의노령화또한장애출

현율을증가시킬것이다. 앞으로수십년간세계의모든지역에서 60세이상

의인구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17,18)

노동시장이론에따르면수요와공급양측면의이유로장애인의고용률은

비장애인의고용률에비해낮아진다.

공급의측면에서는장애인은작업장에출근하고직무를수행하는데더많은

노력이요구되기때문에노동을위해더많은비용을지불해야하고, 후한장애

수당을지급하는나라의경우에는취업이급부와의료보호급여의상실을가져

올수있는데이손실의가치가취업으로얻게될보수보다크다.(34) 따라서장애

인의 ‘유보임금(희망임금, reservation wage)’ - 한사람이근로할의사가있는최

저수준의임금 ? 은비장애인의경우보다높은경향이있다. 이러한 ‘복지급부의

함정(benefit trap)’은많은고소득국가에서걱정거리가되고있다.(2, 35)

수요의측면에서는특히장애인을배려하지않는직무환경에서는건강상태

로인해생산성이떨어질수있다. 그런상황에서그사람에게는낮은시장임금

이제공되기쉽다. 생산성에미치는장애의 향은, 손상의특성과근무환경,

해당직업에요구되는직무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 산정하기쉽지않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은기중기를작동하기는어렵지만전화교환원으로서는생산

성에아무런제약도받지않는다.(36) 농경사회에서대부분의직업은 1차산업부

문의육체노동이기에, 보행이나운반능력에제약이있는사람들은종사할수

없을것이다. 추가로, 장애인은순전히차별의결과로낮은임금을제안받곤한

다.

이처럼높은유보임금과낮은시장임금으로인해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

잘고용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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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많은나라에서장애인고용에관한자료는체계적으로축적되어있지않다.

2003년국제노동기구(ILO) 조사결과에따르면, 응답한 111개국가와지역중 16

개국가와지역에는장애인고용관련데이터가전혀없는것으로드러났다.(22)

저소득및중위소득국가들에서최근의개선에도불구하고자료의이용가능성

은여전히제한되어있다.(37) 그중많은나라에서상당비율의국민은비공식경

제부문에서일하고있고, 따라서일체의노동시장통계에등장하지않는다. 뿐

만아니라고용관련법률의적용을받지도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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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1. 국가별고용률과고용률비a(38); b(8); c(39); d(7); e(40); f(41); g(42)

국가 연도 장애인고용률(%) 총고용률(%) 고용률비

호주a 2003 41.9 72.1 0.58

오스트리아a 2003 43.4 68.1 0.64

캐나다a 2003 56.3 74.9 0.75

독일a 2003 46.1 64.8 0.71

인도b 2002 37.6 62.5 0.61

일본a 2003 22.7 59.4 0.38

말라위f 2003 42.3 46.2 0.92

멕시코a 2003 47.2 60.1 0.79

네덜란드a 2003 39.9 61.9 0.64

노르웨이a 2003 61.7 81.4 0.76

페루c 2003 23.8 64.1 0.37

폴란드a 2003 20.8 63.9 0.33

남아프리카공화국d 2006 12.4 41.1 0.30

스페인a 2003 22.1 50.5 0.44

스위스a 2003 62.2 76.6 0.81

국a 2003 38.9 68.6 0.57

미국e 2005 38.1 73.2 0.52

잠비아g 2005 45.5 56.5 0.81 

비고: 고용률은 (장애 비장애를 불문하고) 노동연령인구중 고용되어있는 인구의 비율. 노동연령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다르다.



몇몇국가의자료에따르면장애인고용률은전체인구의고용률에비해낮

은데(표 8.1과표 8.2 참조), 고용률비는낮게는남아프리카공화국의 30%와일본

의 38%에서높게는스위스의 81%와말라위의 92%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나

타난다.

무직장애인들은대부분구직활동을하지않아노동인구계산에포함되지

않기때문에, 고용률로노동시장에서의장애인의상황을완전히파악할수는

없다. 대신고용률은장애인의노동시장현황을나타내는지표의하나로활용되

는것이보통이다.

51개국에대한세계건강조사(World Health Survey)의결과분석에따르면, 비

장애남성의고용률이 64.9%이고비장애여성의고용률이 29.9%임에비해장애

남성의고용률은 52.8% 그리고장애여성의고용률은 19.6%로나타났다.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의최근연구는(2) 27개국에서노동연령대의장애인이노동시

장에서심각한불이익을받고있고비장애인에비해노동시장에서의낮은성과

를거두고있음을보여준다. 평균적으로 44%인장애인고용률은비장애인고용

율(75%)의절반을약간상회하는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비장애인에

비해약2.5배나높다(각각49%와20%).

고용률은장애유형에따라상당히다양한데, 정신장애나지적손상을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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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2. 고용률, 장애인및비장애인응답자비율43

%

구분 저소득국가 고소득 국가 계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남성 71.2 58.6* 53.7 36.4* 64.9 52.8*

여성 31.5 20.1* 28.4 19.6* 29.9 19.6*

18~49세 58.8 42.9* 54.7 35.2* 57.6 41.2*

50~59세 62.9 43.5* 57.0 32.7* 60.9 40.2*

60세 이상 38.1 15.1* 11.2 3.9* 26.8 10.4*

비고: 추정치는 이용가능한 WHS의 사후층화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하고(이용불가능한 경우 확률가중치 사용)
연령표준화함. *t-검정 결과“비장애”와약 5%의유의미한차이가나타남.



사람들이(28, 44) 가장낮은고용률을보인다. 한 국에서의분석에따르면, 정신장

애인들은노동시장에진입함에있어서나소득을얻는데있어서나다른노동자

들에비해훨씬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다.(45) 다른연구에의하면지적손상을

가진사람들이비장애인보다3~4배적게고용되고있고 - 보다빈번하게그리고

장기적으로실업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경쟁고용은적고분리고용에의존

하는경우가많다.

고용형태
많은나라에서노동시장의상당부분은비공식부문이며, 많은자 업자들이

여기에포함된다. 예를들어인도에서는취업한장애인의 87%가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있다.(47)

장애인들은근무시간등직무의여러면에서유연성을요한다. 근로를위한

적정준비시간, 출퇴근시간, 건강관리를위한시간등을줄필요가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유연성을부여하는임시직이나시간제근로가매력적일수있다.

하지만그런직업은낮은보수와적은수당을지급하기쉽다. 미국에서의조사

에따르면, 장애인근로자의 44%가임시직이나시간제근로에종사하고있는데,

비장애인의경우이비율은 22%이다.(48) 건강문제는임시직이나시간제근로의

높은출현율을설명해주는가장중요한요소 다.

임금
장애인이고용되는경우대개그들은비장애인에비해적은보수를받는다;

장애여성은장애남성보다적은보수를받는게일반적이다. 장애, 비장애를불

문하고여성과남성의임금격차는고용률의차이만큼이나중요한문제이다.(45,

49) 국과북아일랜드에서장애인남성노동자와비장애인남성노동자의임금

격차와노동시장참여율격차는그절반만이실질적인생산성의차이에기인한

다.(19) 미국에서의경험적연구에의하면, 차별은임금과노동기회의감소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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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온다. 편견은상대적으로수가적은소그룹장애인들에게강한 향을미치

지만, 다수장애인그룹의임금격차를결정하는데있어서는상대적으로중요

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36)

개발도상국에서도임금격차가마찬가지로뚜렷한지는불명확하다. 인도의

최근연구는상반된결과를보여주는데, 우타르프라데시지방의노동시장에서

남성노동자는유의미한임금격차를나타냈지만타 나두지방에서는그렇지

않았다.(50, 51) 이지역에대해전국을포괄하는자료에기초한추가적연구가필요

하다.

노동시장에의진입장벽

장애인은노동시장에서불리한조건에처해있다. 예를들어, 교육및훈련이

나재정자원에대한접근기회의상실이장애인이노동시장에서배제당하는원

인이되는데 - 반대로그것은장애와장애인에대한직장이나고용주의인식의

특성이되곤한다. 사회보호제도는장애인이고용을벗어나장애급부에의존하

는동기가되기도한다.(2) 장애인의노동시장성과에 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

더많은연구가필요하다.

접근기회의상실
괜찮은수입을위한양질의생산적노동에는교육과훈련이중요하다. 하지

만젊은장애인들은정규교육에의접근이나기술습득의기회를갖지못하는

경우가많다 - 중요성이더해가는정보기술분야는특히그러하다.(55-57) 때문에

장애인과비장애인사이의교육수준의격차는더욱심각한장애물이되고있

다.(9)

장애인은고용에의물리적접근을어렵게하는환경장벽을경험한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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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출퇴근을위한매일의교통비조차감당하지못한다.(58, 59) 입사면접이나실제

의작업환경, 동료근로자들과의친목모임참여를가로막는물리적장벽들도

존재한다.(54) 시각장애인들에게는정보접근성문제가더큰장벽일수있다.(60)

사업을창업하고자하는사람에게가장큰장애물은자금에대한접근기회

의결여이다. 장애인특히장애여성에게는, 대부분담보능력이없다는점을고

려할때, 상황이훨씬더어려운경우가많다. 많은잠재적대출기관이 - 그릇되

게도 - 장애인을대출고위험집단으로생각한다. 이에따라장애인은신용시장

에서투자자금을조달할수없다.(49)

장애에대한오해
장애인의직무수행능력에대한오해는그들의고질적실업과 - 고용된경우

에도 - 직장생활에서의승진기회박탈의중요한한원인이다.(61) 그런태도는편

견이나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믿음에 기인하곤 한

다.(62) 특히, 정신장애에대한무지와편견그리고고용을촉진하기위한업무조

정방법에대한무지와편견이존재한다.(45) 이러한오해들은종종비장애인고

용주뿐아니라장애인가족과장애인자신들에게도널리퍼져있다.(9)

일부장애인들은자신의취업능력에대한기대가낮고, 직장을구하려는시

도조차하지않는다. 장애인들은사회적으로고립됨으로써구직에도움을줄

수있는친구나가족구성원등사회적관계망에접근하는것에도제약을받고

있다.(54)

차별
고용주들은장애인의능력에대한오해때문에, 혹은그들을자신의직원으

로삼고싶지않다는이유로장애인을차별하곤한다.(63) 손상에따라편견의정

도도다양한데, 정신장애인에대한편견이가장크다.(36, 64) 정신분열증을가진사

람의 29%가직업을구하고유지하는과정에서차별을경험했고, 42%는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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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교육, 훈련에지원할때자신의상태를숨길필요성을느꼈다고한다.(65)

노동법의과잉보호
몇몇국가들특히동유럽의일부국가들은장애인노동자에대해보호적관

점을유지하고있다. 예를들어그들의노동관련법규에는실제필요와무관하

게장애인노동자에게상대적으로적은근로일수, 많은휴게시간, 긴유급휴가,

더높은퇴직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66) 비록이런법규들은좋은의도

에서제정되었지만, 일부의경우고용주들로하여금장애인직원은생산성이떨

어지면서비용은많이들기에, 비장애인에비해바람직하지못하다고생각하게

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노동및고용상의장벽에대한대처

전세계적으로노동시장의장벽에대처하기위한다양한기제들이활용되고

있다:

■각종법률과규정

■맞춤형(tailored) 개입

■직업재활및훈련

■자 업및소액금융(microfinance)

■사회보호제도

■태도변화활동

이러한기제들모두가많은나라에서지배적인비공식부문의노동자들에게

까지적용되고있지는않다. 이러한기제들의비용과개인적, 사회적이익그리

고성과에대한증거는기껏해야미약한수준이거나때로모순적이기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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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7-70) 어떤조치가장애인의노동시장기회를개선할수있는지, 그리고비용

효과적이며지속가능한지를이해하기위한더많은연구가요구된다.

법률과규정
장애인고용에 향을주는법률과규정들은, 여러곳에서확인되듯, 차별금

지법과긍적적우대조치(소주집단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를담고있다. 일

반고용관련법또한근무중장애인이된사람들의고용유지와기타고용관련

문제들을규정하고있다. 하지만장애관련보호조항의시행과그효과는매우

다양하다. 거의지켜지지않거나잘알려지지않은경우가많다.(47, 72)

차별금지법

호주(1992), 캐나다(1986, 1995), 뉴질랜드(1993), 미국(1990) 등에서 차별금지

법은장애를근거로고용에관한결정을하는것을불법으로규정하고있다. 최

근들어독일과남아프리카공화국(73) 등다른나라들은장애차별조항을일반법

의일부로포함시켜규정하고있으며, 브라질과가나의경우에는장애차별금

지조항을헌법에담고있기도하다.(71)

공식 부문에서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이라는 요건은

과도한부담(undue burden)을부과하지않는범위에서장애인이근무하기용

이하도록직무와작업장을조정하는것을말한다(CRPD 제2조참조). 이러한요

건으로고용상의차별을줄이고, 작업장에의접근성을개선하며장애인의능력

에대한인식을생산적인노동자로변화시킬것으로기대된다. 합리적편의제

공의예로는구인및채용절차를모두가접근가능하도록보장, 작업환경의조

정, 작업시간이나작업방식의변경, 스크린리더프로그램과기타보조기기제

공등이있다.(74)

고용주의합리적편의제공에관한요건은덴마크의경우처럼임의규정일수

도있고미국의경우처럼강행규정일수도있다. 편의제공의비용은고용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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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혹은양자모두의부담으로할수있다.

장애인고용에차별금지법이성공적인가에대해서는상반된증거들이존재

한다.(75) 전반적으로볼때, 이런법률은이미고용되어있는사람들에대한차별

을예방함에있어보다성공적이었던것같다. 미국장애인법에대한초기연구

에따르면이법의시행으로장애인고용이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67)

아마도고용주들이잠재적인소송가능성을회피하기위해장애인을고용하지

않았거나, 합리적편의제공의무가장애인채용에대한의욕을저하시키는요

인으로작용한듯하다.

보다최근의연구는고용장애인의수가감소했지만이는미국장애인법의

결과가아니라복지지원시스템에서사용하는장애에관한새로운정의때문이

라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69) 국에서장애차별금지법은도입직후의시기에

는 아무런 향도 주지 못했지만, 고용률의 하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

다.(70) 이법은고용을증대시키는수단으로서보다는오히려장애가발생하거나

악화되는노동자에대한해고를억제하는데더효과적이었던듯하다. 하지만

최근의증거들은비록이법안이장애여성보다는장애남성에게도움이되었겠

지만,(45) 국에서고용률의격차가좁혀지고있음을(76) 강하게시사하고있다.

긍정적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일부차별금지조치는고용상의 ‘긍정적우대조치’를요구한다. 2000년유럽연

합이사회는회원국들에게 2006년까지장애인고용관련정책을도입할것을촉

구했다.(77) 이에대응하여포르투갈같은경우에는고용장애인수를증가시키기

위한긍정적우대조치를포함하는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수립

했다.(78) 이스라엘에서는 1998년의 장애인평등법에서 제시한 고용주의 긍정적

우대조치요건이사법부의판결에의해합법성이인정되었고, 고용과해고모

두에적용되고있다.(79) 브라질또한헌법상차별금지조항인 37조를통해고용

상의긍정적우대조치를촉진하고있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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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개입

할당제(Quotas)

많은나라들이공공및민간부문에서의장애인고용할당제를규정하고있

다. 이는할당제가없다면고용주들이차별, 낮은생산성에대한우려, 편의시설

비용등노동비용의증가가능성따위의이유로장애인고용을거부할것이라

는암묵적가정에기초하고있다.(53, 73) 그러나장애인고용에미치는할당제의

향에대한엄 한평가는이루어진적이없기에, 할당제가장애인에게도움이

되는방향으로노동시장의불완전성을교정할것이라는가정은아직은실증적

으로입증되어야할과제이다.

독일에서는 20인이상고용기업에대해 5%의중증장애인고용할당제를실

시하고있다. 2002년민간기업의고용률은 3.4% 그리고 2003년정부의고용률은

7.1% 다.(80)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정부부서와국가기구들은직원의최소 2%

이상을장애인으로구성토록규정한법률조항의적용을받고있다. 하지만국

가부문의할당고용률은지켜지지않고있다.(81) 터키는 50인이상고용기업에

대해 3% 할당제를실시하고있으며, 기준율인 3%까지의장애인직원에대해서

는고용주부담사회보험료전액을, 그리고기준율을초과하는장애인직원에

대해서는반액을국가가지원하고있다.

많은경우할당제를지키지못하는고용주에대해서는부담금이부과된다.

그러한부담금은장애인고용증진활동을지원하는데활용될수있다. 중국에서

1.5%의할당량을지키지못한기업은장애인고용안정기금에부담금을납부하

고, 이기금은장애인을위한직업훈련및취업알선지원에사용된다.(82)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이행기동안동유럽의몇몇국가나구소련에서는장

애인노동자를위해특정산업분야에유보직업을규정했던예전제도를대체

하기위해할당제를도입했다. 할당제를지키지못한경우부과되는부담금은

직업재활과훈련프로그램에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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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할당제충족률은 50% 내지

70% 수준이다.(73, 83) 할당제는많은논란을불러일으키고있다. 고용주들은할당

제를좋아하지않아, 그들의법정할당률을지키기보다차라리부담금납부를

선호하곤한다. 장애인단체에서도때로는할당제가장애인노동자의잠재적가

치를폄하하는제도라고생각하기도한다.(84)

고용주지원

고용주가합리적편의제공에따른비용을부담해야한다면그들은장애인을

잘고용하려하지않을것이다 - 추가적노동비용을회피하고자하기때문이다.

피고용인이이비용을부담해야한다면, 새로운직장에서편의시설을갖추는데

따른지출이발생할위험때문에노동시장에서의이동성이감소할것이다. 이

러한문제점에대처하기위해다양한재정적장려책이제공될수있다:

■고용주특히소규모고용주를위한세금감면.(85)

■미국한주의직업재활기관처럼, 고용관련정부기관에서고용관련편의시설

에대한자문과자금지원을할수있다.(86)

■작업장개조를지원할수있다. 호주에서는고용노사관계부에서작업장개조

제도(workplace modification scheme)에재정지원을하고있는데, 신규고용

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개조에최고 10,000 호주달러까지자금이제공된

다.(87)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중증장애인, 특히지적손상이나정신장애를지닌사람들의고용에는특수

집단대상고용프로그램이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38)

지원고용을통해장애인도경쟁노동시장에통합될수있다. 지원고용은고

용지도, 전문적직업훈련, 개인별맞춤형지도, 교통편의와보조기기등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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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인데, 모두장애인이직무를배우고잘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

다.(88) 지원고용은정신적지적손상이나학습장애, 외상성뇌손상을지닌사람

등중증장애인들에게효과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89-92)

사회적회사(Social firms)나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은공개시장에서

활동하지만노동시장에서심각한불이익을겪고있는사람들을고용한다는사

회적목적을지닌다. 그런기업들은비장애인과함께장애인, 특히지적손상이

나정신장애를지닌사람들에게고용기회를제공하려고하는경우가많다.(93, 94)

최근추정치에따르면유럽내에, 대부분독일과이탈리아에, 약 3,800개가량의

사회적기업이있고, 이들은약43,000여명의장애인을고용하고있다.(95) 사회적

기업의경험적근거는아직미약하다. 성공적으로운 될경우사회적기업은

복지나자립등의형태로투자에따른사회적수익을거둘수있음은물론, 보건

및사회보호예산의절감을가져올수있다고주장된다. 예를들어에든버러의

여섯마리아의집(Six Mary’s Place) 게스트하우스프로젝트를분석한결과,(96)

매 1파운드의투자에대해정신보건및복지급부, 신규세금수입, 개인소득증

가등총 5.87파운드의수익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사회적기업과지원고

용의비용 - 편익평가에는보다폭넓은보건적, 사회적그리고개인적편익들

또한포함시킬필요가있다.(97)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

보호고용은보호사업장이나정규기업의분리된부서에서독립된시설에

고용하는것인데,(73) 공개노동시장에서경쟁할수없다고생각되는사람들을위

한것이다. 예를들면장애인고용률이가장높은나라중하나인스위스의경우

고용의상당수는분리된환경에서이루어지고있다.(38) 프랑스는보호고용에대

해노동능력상실이 1/3 이하인사람의경우정규임금과사회보험혜택을부여

하지만, 노동능력상실이 2/3 이상인사람의경우에는단순히상징적수준의보

수를제공한다.(38) 보호작업장은장애인을분리하며자선의기풍과연관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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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논란거리이다.

CRPD는장애인이공개노동시장에서일할기회를증진시키도록장려하고

있다.(16) 하지만보호작업장으로서는 ‘장애인직원중가장우수한직원’을잃게

될수있다는점에서장애인의공개노동시장으로의이전을꺼리게될수있

다.(98) 뉴질랜드는보호고용의전문성과경쟁력을보다강화해서공개시장으로

의이전을촉진하려는시도를해왔다(Box 8.2 참조).(38) 최근유럽에서보호작업

장은사회적기업이되기위한과도적형태가되는추세이다.

Box. 8.2. 뉴질랜드의장애인직업서비스개선

2001년 뉴질랜드 정부는 장애인의 직업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

한통합의길(Pathways to Inclusion) 프로그램에착수했다.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최저임

금이하의급여를받고있었다.

정부자금의 지원과 자문을 기초로, 보호 고용 제공자들은 점차 지원 고용과 지

역사회 참여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운 방식을 전환했다. 비록 아직은 보호

고용이 사회개발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다양한 직업서비스의 일부로 남아있지만,

지원고용서비스에의해많이대체되고있다.

통합의길프로그램이시작된이래다음과같은평가가나오고있다(100):

■ 직업 서비스 참가자의 수가 2003년 10,577명에서 2007년 16,130명으로 증

가했다.

■ 고용 성과가 개선되었으며 더 많은 참가자들이 사회복지수급자의 지위를 벗어

났거나, 지위를유지하는경우에도소득이발생했다고신고했다.

■ 유급 고용 달성을 목표로 하는 직업서비스 제공자의 수가 3년 동안 44%에서

76%로증가했다.

■ 분리 고용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의 전부 혹은 대부분에 대해 최소한 최저임금

을 지불받는 고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2004년 10%에서 2007년

60%로증가했다.

■ 서비스 개시 12개월에서 14개월 내에 수급자의 지위를 벗어나거나 소득 발생

을 신고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수도 증가했다 - 이는 서비스의 장기적 효과를

보여주는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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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기관

일반고용관련기관은장애인구직자에게, 특수집단대상직업알선서비스기

관에의뢰하기보다는, 다른구직자들과동일한환경에서서비스를제공하도록

권고 - 어떤경우에는법에의해요구 - 받아왔다. 미국에서는 1998년의인력투

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으로다양한직업알선프로그램들이 ‘원스톱센

터’에통합되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등의나라는장애인도주

류고용관련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에포함시키고있다.(101) 다른나라들은싱

가포르의 비즈링크(BizLink)와 같은 특수집단대상 서비스기관을 가지고 있

다.(102) 중국에는 3,000개이상의장애인고용서비스기관이활동하고있는데, 중

국장애인연맹이장애인고용촉진에선도적역할을하고있다.

장애인을위한고용서비스제공의기본적사고방식이변하고있다:

■구인요건에구직자를맞추는직업알선모델에서개인의관심과재능을고

려하는 ‘인간중심’ 모델로의이동이이루어지고있다. 이는장기고용과평생

직업으로이어지도록하기위한것이다.(104)

■보호고용에서지원고용으로 - 즉, ‘훈련후알선(train and place)’에서 ‘알선

후훈련(place and train)’으로전환이이루어지고있다. 이는아직훈련되지

않았더라도먼저사람을고용하는것으로, 장애인은특정한직무는수행할

수없다는잘못된믿음을없애는데도움이된다.(105,107)

최근몇년동안성공적인이용자통제형장애관련고용서비스들도도입되

고있다:

■브라질의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자립생활센터(Centro de Vida Independiente)

가장애인을위한고용중개및지속적인지원기관으로활동하고있다.(108)

■스페인에서는 1988년국가복권기금의지원으로훈련, 고용과접근성을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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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위한ONCE 재단이설립되었다 - 시각장애인의연합체인ONCE가운

하고있다.(109)

■ 국 맨체스터의 ‘브레이크쓰루(Breakthrough)’는 장애인과 고용주가 함께

활동하는혁신적인이용자통제형고용서비스인데, 구직및고용유지, 직무

훈련과정을찾는일등을돕고있다.(110)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6년ONCE 모델을모방할목적으로장애고용기

구(Disability Employment Concerns)가설립되었다. 장애인단체가설립, 운

하는이기구는장애인고용평등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기업에투자

하고지원하고있다.(111, 112)

■인도에서는국립장애인고용증진센터가(113) 기업을계몽하거나접근성홍보,

교육확대와인식개선등의활동을하고있다.

이러한프로그램들은장애인단체가장애인고용증진을위해자신들의활동

범위를확대할수있음을보여준다 - 이를테면직업탐색과소개, 기술훈련이나

직무기법, 면접기법에대한훈련등이그것이다.

장애관리(Disability management)

장애관리는고용중질병이나장애가발생하게된개인에대한개입을말한

다. 장애관리의주요요소로는일반적으로효과적인사례관리, 관리자교육, 작

업장편의설비설치그리고적절한지원을동반한조기직장복귀등이있다.(114)

캐나다 국립장애관리연구소(Canadian National Institute of Disability

Management and Research)는(115) 직장중심재통합 - 고용주와정부의장애관련

비용을절감하면서근로자의능력을유지하는과정 - 에대한교육, 훈련및연

구등의활성화를위해국제적으로활동하는기구이다.

국의 근로복귀(Pathways to Work) 프로그램은 고용및보조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을신청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고용과

486



보건분야의지원을제공하는제도이다. 장애인과장애와관련된건강상태를지

닌사람들의취업을돕기위한의무적직업관련면담과일련의서비스로구성

된다. 개인별로조언자들이구직과직무훈련을돕고장애나건강상태(질병장

애부상등) 관리를원조한다. 수혜자들을대상으로한초기표본조사결과에따

르면, 이프로그램으로직업유지율이7.4% 증가했다.(116)

장애인은단일그룹이아니며, 일부하위그룹에게는맞춤형접근이필요하

다. 청각장애인의문제는시각장애인의문제와는다를것이다.(117, 118) 정신건강상

의곤란을겪고있는사람들과같이간헐적이거나단편적인문제를갖고있는

사람들에게는특수한문제들이제기된다.

장애발생이후근로에복귀하는사람의비율은나라별로큰차이가있는데,

한연구에따르면이수치는 40%에서 70%로나타났다.(119) 관련단체가장애관리

프로그램을수립, 시행함에따라근로복귀율이개선되고있다(Box 8.3 참조).(120)

Box 8.3. 말레이시아의근로복귀프로그램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근로생활을 위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보험에 의한 것이든 국가재정에 의한 급부이든, 현금이나 현물

급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이로 인해 다시 장애인에 대

한보다긍정적인태도가형성될것이고, 보다‘장애통합적’사회가될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05년 일 년 동안의시범사업과정을거쳐사회보장기관의

근로복귀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재정지원과 직업상의 재해나 질병을 겪는 노동자들의 근로복귀를 돕기 위한

신체 재활 및 직업재활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시범사업의 결과 재활을 통해 직장

에서재해를입은사람들의 60%가정규고용에복귀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

의 근로복귀를 돕기 위해 많은 대규모 고용 사업자들과의 연계망을 구축했다. 사

례관리자는 재활과정을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 고용주 그리고 의사와 함

께 조정했다 -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상담, 통증관리 등 다양한 분야

의전문가들이이과정에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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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및훈련
직업재활서비스는장애인이경쟁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능력을개발

하거나회복시켜주는것이다. 이서비스는일반적으로직업훈련, 상담그리고

알선과 결부된다. 예를 들면, 태국의 구세주회 장애인 직업학교(Redemptorist

Vocational School for the Disabled)에서는직업알선은물론컴퓨터기술과경

관리훈련을제공한다.(121) 주류취업지도및훈련프로그램이장애인전용직업

훈련프로그램에비해덜장애인을분리하는방식이다.

전통적훈련과주류프로그램

OECD국가들의재활및고용대책에대한투자는불충분하고그수혜자의

비율도낮다.(122) 개발도상국에서도일반적으로직업서비스에포함된재활및훈

련프로그램의규모는매우적다.(9, 123) 그런프로그램은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

목표로하는대상집단에도달하는비율도미미하다.(124) 더욱이전통적훈련프

로그램은 - 제한된범위의특수한전문기술에초점을두고분리된센터에서제

공되기에 - 많은장애인들을취업으로인도하지못한다.(38, 125) 그런프로그램은

전형적으로도시에서진행되기에, 장애인들의거주지에서멀리떨어진경우가

많다. 그들이가르치는업종도 - 목공이나구두제작처럼 - 대부분노동시장의변

화에부응하지못하는것들이다. 게다가, 이런프로그램들은장애인은단지제

한된몇몇직종에만종사할수있다는가정에기초하는경향이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가기술전략하에 주류화 접근법을 채택하여,

부문별교육훈련원이훈련생의4%를장애인에게할당하도록요구하고있다.(111)

대안적형태의훈련

기술전수와는별도로최근프로그램들은훈련생의자신감증대와폭넓은

기업환경에대한인식제고에도중점을두고있다. 방 라데시의장애인자기주

도개발프로그램은장애인이지역사회안에서자조조직을구성하도록돕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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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6) 남아프리카공화국의소웨토에서는역량강화훈련이기업가훈련프로그램

의일부로포함되면서사업체의생존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127)

대안적형태의훈련을제공하는최근활동은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지역사회중심직업재활(CBR) - 지역의장인들이훈련교사가되어훈련생들

에게지역사회에서자립하는기술을전수해주고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참

가자들이훈련과함께프로그램을수료한후창업을할수있도록소액금융

의혜택을제공하고있다.(125)

■동료간훈련 - 캄보디아에서는재택방식의동료간훈련프로그램이성공하

면서, 농촌마을의향토기업인들이장애인에게기술과경 기법을가르치는

데활발히나서고있다.(128)

■조기개입 - 오스트리아에서는척수손상을당한지얼마되지않은사람들에

게 - 병원입원기간에 - 컴퓨터훈련을실시하는사업을시행한결과, 다음단

계의교육훈련이나근로에복귀하는비율이높아졌다.(129)

■멘토링 - 미국에서는정부와민간기업이협력하여수백명의장애청년에게

하계인턴사원제를실시했다. 이멘토링사업을통해 - 직업의식을높이고직

무기술을쌓아 - 많은수가인턴십을제공한회사에정규직으로채용되는결

과를가져왔다.(130)

■훈련의 지속성 - 재활센터와의접촉을유지하고조기훈련을받을수있게

하는것이중요하다. 인도한센인선교회는자신들이운 하는직업재활센터

의동창회를후원해서학생들이훈련을마친후에도다른졸업생이나훈련

센터와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하고있다(Box. 8.4 참조).

고용증진과생계수단개발은종종지역사회중심재활(CBR)을통해이루어

지는데, 이는본보고서전반에걸쳐논의된바있다. 일반적으로개입의목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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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창출기회의개발과취업을위한기술교육

■노동시장에대한지식전달

■적정한직업관형성

■구직및직무연수과정에서고용주들과의관계형성방법에대한지도등이다.

Box 8.4. 한센인선교회(Leprosy Mission)의직업훈련

인도의 한센인선교회는 한센병에 감염된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운

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동차정비, 재단, 용접, 전기기술, 라디오와 TV 수리, 속기,

실크 생산, 오프셋인쇄, 전산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배운다. 수료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이 학교에서는 또한 경 관리 기

법이나핵심적인생활기능(core life skills) 등과 같은다른유형의기술들도가르

치고있다.

핵심 생활기능은 센터의 일정표와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직원들의 시범

을보며발전한다.

목표는다음의것들을개발하는것이다:

■개인 기술 - 자아존중, 긍정적 사고, 동기부여, 목표설정, 문제해결, 의사결정,

시간관리, 스트레스관리등을포함

■대처 기제 - 성문제, 수줍음, 외로움, 우울, 공포, 분노, 알코올중독, 실패, 비

판, 갈등에대한대처기법포함

■직무 적응 - 리더십기술, 팀워크기술, 경력개발계획등을포함한다.

학생이었던 사람들에게 인터뷰와 표적집단심층토론(focus group

discussions)을 통해 훈련과정에서그들이배운가장중요한내용이무엇인지말

하도록했다. 그 결과기능적기술이라고말한사람은한명도없었다. 대신, 규율,

시간지키기, 복종, 인성개발, 자신감, 책임감, 의사소통기법등이라고이야기했다.

한센인선교회훈련센터의직업알선율은 95%가넘는다.

이러한 성공의 원인 중 하나는 이 선교회의 활동적인 직업알선 실무자들이 지

역 고용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선교회의 훈련센터 수료생들

은우수한직원이될것이라는사실을알게했다는점이다. 또 하나의원인으로는

졸업생들이 서로 친분을 유지하고 훈련센터와도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주는강한동창회조직이있었다는점을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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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R은또한지역사회에서장애인의통합에대한지원을발굴하려노력한다.

ILO의 한 자료는 기술개발, 창업, 직업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 제안과 함께

CBR과고용에대한모범적실천의사례를제시해주고있다.(52)

이처럼유망한사업들에도불구하고직업재활에대한평가는쉽지않은문

제이고, 일반적으로그효과는여전히잘알려지지않고있다. 장애수당이노동

의욕을저하시킬수있다는점과개인에게제공되는많은다른서비스들이존

재한다는사실로인해그평가는더욱어려워진다.(75)

창업과소액금융
소기업창업자금지원은부족한공식고용에대한대안이될수있다.(131, 132) 그

러나, 장애인창업프로그램이성공하기위해서는마케팅기법, 신용에의접근,

장기적지원과사후관리등이요구된다.(133) 소득창출전략국제연구(International

Study on Income Generation Strategies)는 81개의 자기주도고용(self-directed

employment)프로젝트를분석해서네가지성공요인을제시했다.

■자기주도적자아정체성 (자신감, 에너지, 도전정신)

■관련지식 (문자해독능력과수리능력, 기능적기술, 경 기술)

■자원획득가능성 (자문, 자본, 마케팅지원)

■우호적인사회환경과정책환경 (정치적지지, 지역사회개발, 장애인인권).

이연구는자메이카, 필리핀과태국에서소득창출계획의성공사례를확인했

다.(134) 대다수장애인들은재산이거의없어대출담보도없고, 오랜기간빈곤

속에서살아왔다. 소액금융프로그램은원칙적으로모든사람에게열려있으며,

여기에는장애인도당연히포함된다. 하지만일화적증거들에따르면그런계

획의혜택을받는장애인은거의없다. 장애NGO에의해설립된소액금융프로

그램이나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들도있지만, 그효과에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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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아직불충분하다.

■에티오피아의표적집단소액금융프로그램(targeted microfinance programme)

은전쟁기에장애인이된여성들의삶에긍정적인 향을주어왔다.(135)

■핸디캡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은 43개의사업을평가한결과표

적집단소액금융제도들은유익할뿐아니라그중거의 3/4이지속가능성이

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132)

■장애인단체는대부분소액금융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 하기어렵고, 장애

인단체가설립한표적집단소액금융프로그램들의혜택을받는것은소수의

장애인에그치고있다.(136)

한 문헌연구에 따르면 주류 소액금융제도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따라서NGO와장애인단체가운 하는임시제도는사회통합과참여, 역량강화

를유발할수있다는점에서도움이될수있다. 하지만소액금융이장애인들에

게미치는사회경제적 향이매우크다는점을고려할때, 수혜범위의확대와

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서는두가지접근방법모두가필요하다.(137)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장기간의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s)는 구직과 근로복귀에 대한 사람들의

의욕을저하시킬수있다.(2, 138, 139) 미숙련근로자나구하는직업의임금수준이낮

은사람들의경우에특히그러하다. 한가지이유는사회보장급여가 - 비록소액

일지라도 - 의존할수있는정기적소득을제공한다는점이다. 이러한정기적지

불금을포기하고보잘것없고임금수준도낮은직업에의존하게된다면, 고정

소득의상실과생활에대한불안감을느끼게될것이다.(34)

그러나사회부조급여는장애인고용에긍정적효과를발휘할수도있다. 장애

발생후근로복귀에는실업과소득불안정의시기가수반된다. 따라서사회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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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수급자생활에서벗어나거나복귀하게되는과도기에대한계획을

세울때이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사람들이근로의욕을갖도록하면서동시

에취업에성공하지못하더라도여전히급여를받을수있다는사실을알고안심

할수있도록, 그러한이행과정을급여프로그램의한요소로포함시켜야한다.(73)

장애급여비용의증가와장애인의낮은고용률은개발도상국정책입안자들

의걱정거리이다.(2, 7, 35, 140) OECD국가에서도지난 10년간장애급여수급률은실질

적으로증가해서지금은노동연령인구의약 6%에이르고있다.(2, 141) 장애급여는

급여로서의마지막수단이되고있다. 실업급여는받기가더어렵고, 조기퇴직

제도(early retirement schemes)는단계적으로폐지되어왔으며, 미숙련노동자

들은노동시장에서불리한처지에있기때문이다.(2) 장애급여지출은공공재정

에점점더큰부담이되고있는데, 네덜란드나노르웨이, 스웨덴같은나라에서

는 GDP의 4 내지 5%에달하고있다. 대부분의나라에서정신장애인이신청자

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사람들은대부분결코직업을위해장애급여를포

기하지않는다.(2)

수동적인급부를능동적인노동시장프로그램으로대체하는시스템개혁으

로변화를가져올수있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와폴란드등에서입증되

었듯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장려책을 강화하고 고용지원을 확대함과 함께,

산업보건서비스제공및재통합지원에대한고용주의의무를강화함으로써장

애급여수급자들의근로복귀를도울수있다.(2)

장애가불가피하게근로에방해가된다는통념과더불어급부프로그램에

의한근로동기저하는심각한사회문제가될수있다.(38) 따라서장애가직업생

활이나소득수준과무관한것이되도록해야한다. 장애는하나의건강상태로

서환경적요인들과상호작용하는것으로인식되어야하며, 자동적으로근로의

방해물로취급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수급자격이나 수급여부와도 구별되어

야한다.(38, 142) 평가는장애가아닌근로능력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의사들을

지도할때도노동의가치와근로가능성을강조하고질병으로인한결근을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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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도록해야한다.(2)

장애인을위한사회보호프로그램이구직활동의욕을감소시키지않도록하

기위해선택가능한하나의정책은소득보전요소를장애로인한추가비용보

전요소와분리하는것이다. 근로상태와무관하게장애비용부분에추가해주

어지는복지수급권, 보다유연한재직급여, 구직기간중각종급부보류에대한

보완책등이선호되는정책들이다.(122, 141)

한시적장애급여는장애인고용증진을위한또다른방법일수있는데, 특히

청년층에게중요한방법이다.(2) 독일, 네덜란드와노르웨이에서는최근근로복

귀를장려하기위해그런프로그램을채택했다.(143) 이러한제도들은일부장애

인이장기간지속되는중증장애를가지고있다는사실을받아들이지만, 적절

한개입이있다면근로에복귀할수있다는인식을갖고있다. 수급기간의제한

자체가사람들이수급기간이종료되기전에근로에복귀토록하는유인책이된

다. 그러나수급기간제한이근로복귀장려책이되는데있어가장결정적인요

소는기간제한프로그램이 구적프로그램과어떻게연계되는가하는점이다.

구적프로그램으로의이행이순조롭고수급자가이를예측하고있다면, 노동

인구로의복귀의욕은감소한다. 하지만기간제급부제도가근로복귀를촉진하

는데효과적이라는점에대한확고한증거는없다.

또하나의우선고려사항은직업활동을하는것이더이익이라는점을명확

히하는것이다.(2) 국은최근전통적인장애급여시스템과별도로장애인의취

업을장려하기위한방법을시험하고있다.(139) 근로세액공제를통해저소득근

로자및자 업자에게보전금을지급하고있는것인데, 과세기관에서운 하고

있다. 주 16시간이상근로하고구직에불이익을초래하는장애를가지고있거

나혹은장기장애연금등적격급부를받고있으면장애부문근로세액공제수

급자격을갖는다. 이제도의기본개념은저소득장애인가구의근로를장려하

려는것이다. 2003년 4월도입된이제도는관리하기가대단히복잡한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초기평가에서는이제도가사람들의취업을장려하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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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의구직회피를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태도변화를위한활동
많은장애인단체가이미지역사회수준에서장애에대한인식을변화시키려

고시도하고있다. 일화적증거들에따르면장애인을고용하는것자체로도해

당사업장내의태도가변하는것으로나타났다.(54, 145) 미국의경우, 이미장애인

을고용하고있는기업이다른장애인을고용할가능성이더크다.(1)

많은인식개선캠페인들이특정한질병을표적으로해왔다:

■BBC 월드서비스트러스트(BBC World Service Trust)는인도에서한센병에

대한오해에맞서기위해대규모인식개선캠페인을전개했다.

■뉴질랜드의 라이크 마인즈(Like Minds) 기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변화시키는활동을해왔다.(146)

■HIV/AIDS를둘러싼미신, 무지, 공포에맞서다양한활동이전개되어왔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전력공사인 라이트(Light) 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를

적극홍보하고있다.(148) 이회사의월간전기요금고지서뒷면에는휠체어그림

이다음문구와함께실려있다: ‘라이트사에서일하는장애인은법이요구하는

인원보다훨씬많습니다. 이유는간단합니다 - 우리에게가장중요한일은소중

한사람들과함께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

국의장애에관한사용자포럼(Employers’Forum on Disability)은장애에

대한인식변화를위한혁신적접근법을개발했다(Box 8.5 참조). 유사한활동들

이호주,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미국등에서시작되고있다. 어떠한

개입방법이사업장에서의장애에대한고착화된태도를전환하고긍정적태도

를가장잘증진할수있는지이해하기위해서는더많은자료들이필요한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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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8.5. 장애에관한사용자포럼(Employers’Forum on
Disability)149-151

장애에 관한 사용자 포럼(Employer’s Forum on Disability)(EFD)은 장애인

의 평등 실현을 위한 세계 최초의 사용자 단체이다. 1980년대 후반 국 경제계

에 의해 처음 시작된 비 리조직으로, 재원은 모두 100개 이상의 국제적 기업이

포함된 400명의사용자회원들이마련한다.

EFD는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고용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함께 기업을 경 하기 쉽도록 돕는 일을 한다. 이 단체는 기업이 장애를 할당제,

의약품, 무능력 등의 관점이 아니라 균등한 기회, 능력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투자라는관점에서바라보도록장려하고있다.

국에서는고용주들이, 기존 할당제를 - 이 제도는고용주들이단지장애인이

라는이유만으로사람들을고용하도록요구하고있다 - 장애인에대한공정한처

우를 규정한 차별금지법으로 대체하려는 장애운동에 발맞추어 캠페인을 전개했

다. EFD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기도 전에 회원들이 제안된 법조항들을 준수하도

록함으로써, 이 캠페인에중요한역할을했다.

EFD는 또한 최초의장애인리더십프로그램을시행했고, 전세계에서조언자이

자 사절로 활동하는 장애인동료 그룹과 접하게 협력했다. 이들 중 두 사람은

EFD 이사회의구성원으로활동하고있다.

EFD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장애표준(Disability Standard)이라는 기준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장애표준은 장애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 표준을 마련한 것으

로, 매 2년마다 발표된다. 2007년 장애표준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 기업들 중 상

위 25%에속한회사대부분이최소 5년이상 EFD에 가입해온회원들이었다.

유사한 활동을 도입시키기 위해 EFD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독

일, 러시아연방, 스페인, 스리랑카, 베트남 등의 사용자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

다. EFD 모델은 고용주를 문제거리로만 보던 전통적 접근법에 대한 대안으로 환

받고있다.

EFD는 또한표적모집(targeted recruitment) 방법의체계화를진행해왔고, 이

를 통해 국의고용주와공급자들은수천명의인원을고용할수있었다.

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이래 8%가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의 유일한

원인은아니지만, EFD는 여기에중요한역할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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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또한경력사다리를오를수있어야한다.(152) 하지만고용주들이장

애인을다른사람을관리하는관리자의지위에임명하기를꺼리기때문에장애

인은승진의기회를갖지못한다는증거들이많이있다.(153) 미국의경우장애인

고용관련법제에대한지식이많을수록직장내장애인의권리에대해보다긍

정적인태도를나타내고있다.(154)

노동조합역시, 특히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의고용조건개선에기여한다.(155)

노동조합은그동안산업보건및안전에대해큰관심을가져왔고, 최근에는장

애예방과편의시설문제를단체교섭안건으로삼기시작했다.(156)

결론및권고

거의모든직업을장애인중누군가는생산적으로수행할수있고, 올바른환

경만마련된다면대부분의장애인이생산적일수있다. 그러나노동연령대장

애인들은비장애인에비해고용률이심각하게낮고, 실업률은훨씬높다.

이는교육과직업재활및훈련의기회상실, 재정자원에대한접근결여, 장

애급여로인한노동의욕감소, 작업장의접근성결여, 장애와장애인에대한고

용주의인식등다양한요인에기인한다.

장애인의노동시장기회를개선하기위해서는정부, 고용주, 장애인단체그리

고노동조합등많은관계자들의역할이필요하다. 본보고서는여기서장애인

의노동시장접근을개선하기위해핵심관계자들에게다음과같이권고한다.

정부

법률과규정

■효과적인차별금지법규를제정및시행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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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구직활동과기업의장애인고용을장려하고지원할수있도록공

공정책을잘조율할것.

태도변화활동

■고용주가장애인차별금지의의무와장애인고용지원을위해주어지는지원

책에대해잘알수있도록인식을증진할것.

■대중들에게장애인도적절한지원이있으면얼마든지일할수있다는믿음

을불어넣을것.

■정부스스로가고용주로서, 공공부문의장애인고용증대에솔선수범할것.

공공프로그램

■주류직업안내및훈련프로그램을장애인도이용할수있도록할것.

■장애인도다른구직자와동등하게주류고용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할

것.

■ ‘모두에게두루적용되는(ond-size-fits-all)’ 서비스보다는개인과지역사회의

필요에대응한맞춤형서비스를개발할것.

■일반사회보호프로그램에장애인이포함되도록할것. 동시에이프로그램

이그들의근로복귀를지원하도록하고, 구직이나근로복귀의욕을감소시

키는일이없도록할것.

■장애인의노동시장통합을증진하기위해사회안전망개입을설계할때보

조및지원서비스를포함시키거나통근비용이나장비비용등취업으로인

한추가비용을보전하도록설계할것.

■장애평가시스템을수정하여긍정적측면의기능(장애와반대되는)과노동

능력을평가하도록할것.

■장애인고용을촉진, 증대하기위한노동시장프로그램들을모니터하고평가

할것. 또한분리가아니라통합적방법에주목하여성공적인프로그램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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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것.

■숙련된장애인노동자를육성하기위해훈련프로그램에적정하고지속가능

한재정지원을제공할것.

자료수집

■노동인구조사등노동시장자료수집활동에장애인을포함시킬것.

■장애인의노동시장에서의상황과생계현황을측정하고모니터하는데국제

적으로합의된(예를들어 ILO지표등) 노동시장지표를사용할것.

고용주

■장애인을고용하고, 필요하다면가능한합리적편의를제공할것.

■피고용인이장애를갖게된경우직장복귀를지원하는장애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할것.

■장애인을포함하는숙련된노동인력양성을위해, 지역고용관련기관, 교육

기관, 기술훈련프로그램, 사회적기업등과파트너십을개발할것.

■모든감독자와인사관리직원으로하여금장애인에게필요한편의시설과차

별금지의무를숙지하도록할것.

■대기업일수록장애인고용사업자의모범이되도록노력할것.

기타기관 : 장애인단체를포함한NGO, 소액금융제공기관,
노동조합등

■주류훈련프로그램을운 하는단체는장애인을포함시킬것.

■일반훈련프로그램의기회를제공할수없을때는장애인에특화된지원을

제공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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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개발을촉진하고장애인이인간다운삶을살수있도록지역사회중심

재활을지원할것.

■비공식경제부문이지배적인지역에서는장애인소기업과자 업을지원할

것.

■소액금융제공기관은확장서비스, 접근가능한형식의정보제공, 개개인에

맞춘신용조건등을통해소액금융에대한장애인의이용을개선할것.

■장애인인권을위해활동할수있는장애인네트워크개발을지원할것.

■노동조합은편의시설등장애문제를단체교섭의의제로삼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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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인간상태(human condition)의일부이다. 거의모

든사람이인생의어느순간에는일시적으로혹은 구적으로손상을

입게될것이고, 살아서노년을맞게됨에따라증가하는기능상의곤

란을경험하게될것이다. 장애는복합적이며, 장애의불이익을극복

하기위해요구되는개입은다중적이고총체적이며, 상황에따라다

양하다.

2006년 채택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

과기본적자유를완전하고동등하게향유하도록증진, 보호및보장

하고, 장애인의천부적존엄성에대한존중을증진’ 하는것을목적으

로한다.(1) 이는전지구적차원에서장애에대한이해와대응에있어서

의 중대한 전환을 반 하고 있다. 세계장애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에는장애인의삶을이해하고 개선되도록도우며, CRPD의

이행을촉진하기위해이용가능한최선의과학적정보들이집약되어

있다.

이장에서는장애와관련된보고서의발견들을요약하고, 장애인

들이경험하고있는장벽을극복함에있어관계자들을돕기위한최

종권고를제시한다.

514



장애: 전지구적관심사
(Disability; a global concern)

우리는장애인에대해무엇을알고있는가?

더높은추정출현율

10억명이상혹은 (2010년추정세계인구수를기초로) 세계인구의약 15%의

사람들이일정한형태의장애를갖고사는것으로추정된다. 이는이전의세계

보건기구추정치보다높은데, 1970년대에제시된이추정치는약10% 다.

세계건강조사(World Health Survey)에 따르면 15세 이상 7억8천5백만 명

(15.6%)의사람들이장애를갖고살고있는데, 이수치를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에서는약 9억7천5백만명(19.4%)으로추정하고있다. 세계건

강조사는이들중 1억1천만명(2.2%)의사람들이매우심각한기능상의곤란을

갖고있다고추정하는반면, 세계질병부담에서는이들중 1억9천만명(3.8%)의

사람들이 ‘심각한장애’ - 사지마비, 중증의우울증, 혹은전맹등의상태를뜻하

는장애에해당하는용어 - 를지니고있다고추정한다. 아동(0~14세)의장애에

대해서는 세계질병부담에서만 측정하고 있는데, 9천5백만 명(5.1%)의 아동이

장애를가진것으로, 그중 1천3백만명(0.7%)의아동이 ‘심각한장애’를가진것

으로추정하고있다.

수적증가

장애인의수는증가하고있다. 노년에는장애의위험이더욱높은데, 각국인

구는전례없는비율로고령화되어가고있다. 또한전세계적으로당뇨병, 심혈

관계질환, 정신장애와같은만성건강상태들이증가하고있고, 이런현상은장

애의특성과출현율에 향을미치게될것이다. 특정국가의장애양상은국민

건강상황의추이와환경및기타요인들 - 교통사고, 자연재해, 분쟁, 식생활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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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및약물남용등 - 의추이에 향을받는다.

다양한경험

건강상태, 개인적요인들그리고환경적요인들의상호작용에기인하는장

애경험은매우다양하다. 장애는불이익과연관되지만, 모든장애인이동일한

수준의불이익을겪는것은아니다. 장애여성은무력화장벽은물론성차별도

경험한다. 손상에따라취학률도각각다른데, 일반적으로육체적손상을가진

아동들은지적손상이나감각손상을가진아동들에비해취학률이높다. 노동

시장에서가장철저히배제되는사람들은대개정신장애인이나지적손상을가

진사람들이다. 손상이중한사람들일수록더큰불이익을경험하는경우가많

다.

취약계층

장애는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향을 미친다. 장애 출현율은 고소득

국가보다저소득국가에서더높게나타난다. 재산수준하위 20%의빈곤계층,

여성과노인들은더높은장애출현율을보인다. 낮은소득수준, 실업혹은저학

력의사람들은증대된장애위험에직면하고있다. 몇몇국가들을조사한자료

는빈곤가구의아동과소수민족집단아동들이다른아동들에비해현저히높은

장애위험에직면해있음을보여준다.

무력화장벽들(disabling barriers)은무엇인가?
CRPD와기능·장애·건강에대한국제분류(ICF)는모두장애인의참여를제

약하는환경요인을강조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다음의것들을포함하여

광범위한장벽의증거들을기록하고있다.

■부적절한 정책과 기준 - 정책입안에있어장애인들의욕구를고려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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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기존정책과기준도시행되지않고있다. 명확한통합교육정책의결여,

물리적환경 역에서시행가능한접근성기준의결여, 재활에대한낮은우

선순위부여등이그예이다.

■부정적 태도 - 보건의료종사자들의시선이장애에매몰될때, 교사들이장

애아동교육의가치를알지못할때, 고용주들이장애인을차별할때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이장애를가진친척에대해낮은수준의기대밖에갖지않을

때, 신념과편견은장벽이되고있다.

■서비스제공의결여 - 장애인들은보건의료, 재활혹은지원과보조등의서

비스결핍에특히취약한존재이다.

■서비스전달체계의문제 - 여러서비스간의부조화, 부적절한인력배치, 종

사자의능력부족, 불충분한훈련등의문제가장애인을위한서비스의질과

적절성에 향을미치고있다.

■불충분한자금조달 - 정책과계획들을이행하기위해배정되는자원이부족

한경우가많다. 예를들면, 빈곤감축전략보고서들은장애를언급하고있지

만자금배정은고려하지않고있다.

■접근성 결여 - (공공시설을포함한) 건축환경, 교통체계, 정보에접근할수

없는경우가많다. 이동수단에대한접근성결여는장애인이구직활동을단

념하거나의료기관을이용할수없게만드는가장흔한요인이다. 접근성보

장법률이구비된나라들에서조차공공건물의준수율은매우낮은형편이

다. 장애인들의의사소통에대한욕구는충족되지못하고있다. 정보가접근

가능한형식으로제공되지않고있고, 일부장애인들의경우전화나TV와같

은기초적인정보통신기술에대해서조차접근하지못하고있다.

■협의와참여부족 - 흔히장애인들은자신들의삶에직접 향을미치는문

제에대한의사결정에서배제당한다.

■자료와 증거 부족 - 장애와관련된엄 하고비교가능한자료와프로그램

의효과성에대한증거의부족으로올바른이해와실천이방해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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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들은장애인의삶에어떤 향을미치는가?
이러한장벽들로인해장애인들은다음과같은다양한불이익을경험하게

된다.

■열악한건강상태를갖는다 - 집단과배경에따라다르긴하지만, 장애인들

은예방가능한 2차적건강상태(질환)나중복질환, 치료받지못한정신건강

상태, 열악한구강보건, 상대적으로높은HIV 감염률과비만율그리고조기

사망의위험에더욱취약하기쉽다.

■학업 성취도가 낮다 - 장애아동은비장애아동에비해취학하는비율이낮

다. 또한학업유지율과상급학년진급률이낮음은물론, 고등교육진학률도

낮다.

■경제활동이 미약하다 - 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낮은취업률을보인다.

고용된장애인들도통상적으로비장애인동료에비해낮은급여를받는다.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장애인가구는비장애인가구에비해높은빈

곤율을보인다. 다양한환경에서, 하나의집단으로서장애인은상대적으로

열악한생활여건에처해있고작은재산만을보유하고있다. 빈곤은 양결

핍, 빈약한보건의료혜택그리고위험한노동조건및생활환경등을통해장

애를유발할수있다. 장애는미취업이나불완전취업으로인한소득상실을

통해또한추가적인의료, 주거, 교통비소요등장애로인한추가비용발생

을통해빈곤으로이어지곤한다.

■독립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지역사회활동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한다 -

시설수용정책에대한의존, 지역사회생활의결여, 접근불가능한교통및기

타공공시설, 부정적태도등으로인해장애인들은타인에의존적인삶을살

게되고주류적인사회적, 문화적, 정치적기회들로부터고립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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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본보고서에서제시하는증거는장애인이직면하는많은장벽들이피할수

있는것이며장애와관련된불이익도극복될수있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실천을위한다음의아홉가지권고들은전분야에공통적으로적용되며,각장

의끝에서보다세부적인권고들로구체화되어있다.

권고의이행에는다양한부문 - 보건, 교육, 사회보장, 노동, 교통, 주거등 - 과

주체들 - 정부, 시민사회단체(장애인조직을포함), 전문가, 민간부문과장애인당

사자및그가족등 - 의개입이요구된다.

권고를이행함에있어각나라는자국의특수한상황에맞추어실천을조절

함이필수적이다. 자원제약이라는상황의제한을받는나라들의경우에는일부

우선적행동과제, 특히기술지원이나역량강화가필요한행동과제를국제협력

의틀내에서포괄할수있다(Box. 9.1 참조).

Box. 9.1 통합적국제협력의사례

2008년 11월, 호주 정부는‘모두를 위한 개발: 호주 장애통합적 원조프로그램

을 향하여(Development for all: Towards a disability-inclusive Australian

dai program)’라는 전략에 착수했다. 이 전략은 호주의 원조가 기획되고 전달되

는방식에있어중대한변화가있음을보여준다. 모두를위한개발은개발노력에

장애인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기여하며 혜택을 보도록 보장함으로써 개발원조의

포괄범위와효과성을증대시키기위한것이다. 

AusAID 전략을준비함에있어호주개발원조청은 AusAID가 시행되는대부분

의 개발도상국과 협의했고, 여기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 개호인(care giver), 정

부대표, 비정부기구 및 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500여 통의 서

면의견개진이접수되었다.

협의기간 내내 - 대개는 장애인과 관련한 경험이 거의 없는 - 해외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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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AID 직원들은 지역 장애인단체들과 협력하도록 지원받았다. AusAID 직원들

의 직접적 참여는 장애통합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의 이해 구축 과정을 개시

함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 많은 이들이 장애이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

고, 장애인과함께지내는데대해더욱자신감을갖게되었다.

시행 2년째를 맞아, 이 전략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강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

다:

■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오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

으며, 이는 호주의개발정책과프로그램이그들의필요를더잘고려하여구성

되도록해주고있다.

■ 호주의 지원이 파푸아뉴기니, 캄보디아, 동티모르 등 협력관계에 있는 정부들

로 하여금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보는 보다 공정한 국가개발을

위해노력하도록북돋아주고있다.

■ 국제사회에서 호주 지도자들의 지지와 장애인들의 리더십에 대한 투자에 힘입

어, 전세계적으로통합적개발에대한우선순위와자원배분이증대되고있다.

■ 장애인들이 원조프로그램에 대한 AusAID의 진행과정, 체계 및 정보에 더 쉽

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장학금과 같은 핵심 프로그램 역들의 지침이 수

정되었고, 그 결과장애인장학생의수가증대되었다.

이 전략은 권리기반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다양성이나 성별 이슈

들을민감하게반 하고, 장애아동에초점을맞추고있다.

권고1: 모든주류적정책, 체계및서비스에대한접근을
보장해야한다

장애인들도보통의욕구들 - 건강과행복한삶, 경제사회적안전, 교육과훈

련, 지역사회에서의생활등에대한욕구들을갖는다. 이러한욕구들은주류적

프로그램과서비스를통해충족될수있고, 충족되어야한다. 주류화는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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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권을보장할뿐아니라더욱효과적인정책이기도하다.

주류화는각국정부기타이해관계자들로하여금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

하게교육, 건강, 고용및사회서비스등일반대중을위해도입된모든활동과

서비스에참여하도록보장하게하는과정이다. 참여를가로막는장벽들을확인

하고제거해야하며, 이를위해법률, 정책, 제도와환경의변화가요구될수도

있다.

주류화는모든수준에서이행되어야하며, 전부문에걸쳐고려될필요가있

으며, 신설및기존법률, 기준, 정책, 전략그리고계획들속에서구현되어야한

다. 유니버설디자인의채택과합리적편의제공의이행은중요한두가지전략

이다. 또한주류화에는효과적계획수립, 적절한인적자원의배분과충분한재

정투자가필요하며, 여기에는장애인들의다양한욕구가적절히충족될수있

도록하기위한표적프로그램및서비스(권고 2. 참조)와같은특수한조치가

수반되어야한다.

권고2: 장애인에특화된프로그램과서비스에투자해야
한다

주류화된서비스에덧붙여일부장애인들에게는재활, 지원서비스혹은훈

련과같은특수한수단에의접근이필요할수있다. 재활은 - 휠체어, 보청기, 흰

지팡이등보조기기를포함 - 장애인의기능과독립성을개선시킨다. 지역사회

에서일련의잘조절된지원및보조서비스가제공된다면장애인들의개호에

대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고, 독립적으로생활하고지역사회의경제, 사회, 문

화생활에참여할수있게한다. 직업재활과훈련은노동시장에서의기회를열

어줄수있다.

더많은서비스에대한요구가있는한편으로, 아동서비스에서성년서비스

로이행하는시기와같은경우에는특히, 보다품질좋고접근이용이하며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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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통합된, 그리고잘조화된다양한부문의서비스에대한요구또한존재한

다. 시행중인프로그램과서비스에대해그성과를평가하고포괄범위와효과

성, 효율성이개선되도록수정하기위해점검할필요가있다. 변화는명확한근

거에기반해야하며, 지역의문화등상황에적합해야하고, 지역사회에서검증

되어야한다.

권고3 : 장애관련국가전략및행동계획을수립해야한다

모든개발전략과행동계획에장애가한부분으로포함되어야함은물론, 국

가적수준의장애전략과행동계획을채택할것을권고한다. 장애관련국가전략

은장애인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통합적이고포괄적인장기전망을제시하

며, 주류정책및프로그램 역과함께장애인을위한특화된서비스까지포괄

해야한다.

국가전략의수립, 이행및모니터링에는관련정부부처, 비정부기구, 전문가

그룹, 장애인과그대표조직, 일반대중그리고민간부분을포함하여폭넓은이

해관계자들이함께해야한다.

국가전략과행동계획은충분한상황분석에기초해야하며, 장애출현율, 서

비스에대한수요, 사회경제적상태, 현존서비스의효율성과공백그리고사회

적장벽과환경장벽등의요소가고려되어야한다. 국가전략은우선순위를설

정하고측정가능한성과지표들을담아야한다. 행동계획은구체적행동과이행

일정제시, 목표정의, 책임기관지정, 소요자원계획수립및배정등을통해국

가전략이단기및중기적으로운용될수있게해준다.

조정, 의사결정, 정기적모니터링과보고그리고자원통제에대한책임소재

를명확히해줄메커니즘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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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4: 장애인의참여를보장해야한다

장애인들은종종자신의장애와상황에대한특유의통찰력을지닌다. 정책

과법률, 서비스를만들고시행할때반드시장애인과협의하고적극참여하도

록해야한다.

장애인조직이장애인들의역량강화및그들의요구를대변하는권익옹호활

동을할수있도록능력을개발하고지원해야한다. 적절히육성되고재정적지

원을받는다면, 장애인조직은 - 예를들면, 정보제공이나동료지원, 자립생활등

의분야에서 - 서비스전달체계로서역할을할수도있다.

개인적수준에서는, 장애인은자신의삶을스스로결정할권리가있으며따

라서그들과직접관련된문제 - 건강, 교육, 재활혹은지역사회생활등어떤것

이든 - 에대해서는장애인과협의해야만한다. 일부장애인들의경우그들의욕

구와선택을표명하고소통할수있도록하기위해지원의사결정이필요할수

있다.

권고5: 인적자원의역량을강화해야한다

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와참여를보장함에있어교육, 보건의료, 재활, 사회

보호, 노동, 법집행, 미디어등에종사하는사람들의태도와지식은특히중요하

다.

인적자원의역량은효과적인교육, 훈련과충원등을통해개선될수있다.

관련분야종사자들의지식과능력에대한점검은개선을위한대책을수립하는

출발점이된다. 인권원칙을포괄하는장애에관한적절한훈련이기존커리큘

럼과자격인정프로그램에통합되어야한다. 서비스제공및관리실무자들을

위한재직자연수프로그램도제공되어야한다. 예컨대, 1차보건의료종사자들

의역량을강화함과동시에필요한경우전문인력의도움을받도록보장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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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장애인들에게효과적이고경제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많은나라에서재활이나특수교육등분야의종사자수는턱없이적다. 다양

한유형과수준의재활전문요원을위한훈련기준을개발하는것은인적자원

부족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된다. 개호사회사업가나수화통역사또한부족

하다. 어떤상황이나부문에서는종사자들이탈방지가중요한의미를가질수

도있다.

권고6: 적정한재원을제공하고비용부담을경감해야한다

현재장애인을위한공공서비스에는적절한재정투여가이루어지지못하고

있으며, 이는서비스의가용성과품질에 향을미치고있다. 공공서비스가모

든목표수혜자들에게도달하고양질의서비스가제공되도록하기위해서는적

정수준의지속가능한자금조성이이루어져야만한다. 서비스제공의외부위탁,

공공-민간파트너십특히비 리조직과의파트너십조성, 소비자중심서비스

를위한장애인에대한예산배정은보다나은서비스제공에기여할것이다.

장애관련국가전략과행동계획을수립함에있어, 제안된방안들의비용부담

가능성과지속가능성이고려되어야하며, 관련예산들을통해적정한기금이

조성되어야한다. 보다비용효율적인해법이개발되고시행될수있도록, 프로

그램의비용과성과가모니터되고평가되어야한다.

종종장애인과그가족들은과도한비용을본인부담으로지출하고있다. 장

애인을위한재화와서비스의비용부담을경감하고장애관련추가비용을보전

하기위해, 특히빈곤및취약계층장애인들을위해, 건강및사회보험을확대하

고, 장애인의공적사회서비스에대한평등한접근성을보장하며, 빈곤및취약

계층장애인들이빈곤해소를위한사회안전망프로그램의혜택을볼수있도록

보장하고, 요금면제와교통요금할인및보조기기에대한수입세와기타세금

감면등을도입하는것을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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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7: 대중의인식을개선하고장애에대한이해를증
진시켜야한다

상호존중과이해는통합사회실현에기여한다. 따라서대중의장애에대한

이해를개선하고부정적인식에맞서장애를정당하게이해하도록하는것이

핵심적으로중요하다. 예를들어, 교육당국은학교가통합적이며다양성을존

중하는분위기가되도록해야한다. 고용주가장애인고용에대한책임을다하

도록장려해야한다.

장애에대한지식, 신념과태도에대한정보수집은대중적인식의문제점을

확인하고교육과공공정보를통해이를해소하는데도움이된다. 정부, 자원활

동조직과전문가단체는HIV, 정신질환과한센병과같은낙인이찍힌문제들에

대한태도변화를위해사회적홍보활동을전개할것을고려해야한다. 이러한

홍보활동의성공과장애인및그가족에대한긍정적이야기의전파에는미디

어의참여가필수적이다.

권고8: 장애관련자료수집을확대해야한다

국제적차원에서장애인에대한자료수집방법론을개발하고, 전체문화권

역에서시험하고일관되게적용할필요가있다. 자료는장애정책에대한벤치

마킹과진전상황의모니터링그리고국내적, 국제적차원에서의 CRPD 이행을

위해표준화되고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것이될필요가있다.

국내적으로장애가자료수집에포함되어야한다. ICF에기반한장애에대한

통일적정의는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자료수집을가능하게해준다. 장애인구

의수와그들의환경을이해함으로써무력화장벽을제거하고장애인을위한

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각국의노력이개선될수있다. 첫단계로, 국내인구

총조사의 자료는 UN 워싱턴장애통계그룹(United Nations Washingt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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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isability Statistics)과UN 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s)

의권고에따라수집될수있을것이다. 장애관련설문 - 혹은장애모듈 - 을국

가가구조사, 국가건강조사, 종합사회조사혹은노동인구조사등기존의표본

조사에편입시키는방법은비용 - 효과적이고효율적이다. 장애인하위그룹의

유형과추이, 정보를파악하기위해연령,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지위등인구

학적특성에따라자료를분별하여수집하여야한다.

또한장애특화조사를통해출현율, 장애와관련된건강상태, 재활등의서비

스에대한이용및수요현황등장애특성에대한보다포괄적인정보를수집할

수있다. 행정자료수집시표준화된장애확인항목를포함시킨다면서비스이용

자, 유형, 양그리고비용에대한유용한정보를획득할수있다.

권고9: 장애관련연구를강화하고지원해야한다

장애문제에대한대중의이해증진, 장애관련정책과프로그램의정보제공,

효율적인자원배분등을위해연구는필수적이다.

본보고서에서는장애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 역들에대한연구를권고

한다.

■장애에미치는환경요인들(정책, 물리적환경, 태도)의 향과그측정방법

■장애인의삶의질과복지수준

■주류및특화서비스에대한장벽과다양한상황에서장벽을극복하는방법

■저소득지역에적합한접근성및유니버설디자인프로그램

■환경요인, 건강상태및장애의상호작용 - 그리고장애와빈곤과의상호작용

■장애로인한추가비용과장애관련프로그램에대한공공지출의비용 - 효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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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기술적역량에의투자, 특히저소득및중위소득국가에대한투자에연

구의중점을두어야한다. 장애와관련하여충분한수의숙련연구자들이육성

되어야한다. 역학(疫學, epidemiology), 장애학, 보건및재활학, 특수교육, 경제

학, 사회학및공공정책학등다양한학문분야에서연구기법이강화되어야한

다. 개발도상국대학과고소득및중위소득국가대학들과의연계를통해국제

적인학습과연구기회를마련하는것도유용한방법이다.

결론

CRPD는변화를위한의제를설정했다. 본세계장애보고서는장애인의현재

상황을기록하고있다. 인식의격차를드러내고진전된연구와정책개발의필

요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통합된사회, 무장애(enabling) 사회, 장애인각자가

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균등한기회를부여하는사회를이

루기위해행동하는데필요한권고를제공하고있다. 

권고를행동으로옮기기

권고의이행을위해폭넓은이해관계자들의강한헌신과행동이요구된다.

각국정부의역할이가장크지만, 다른부문의역할도중요하다. 다음은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취할수있는행동들이다.

정부가할수있는것으로는:

■기존법률과정책이CRPD에합치되도록점검및개정; 법규준수및집행체

계검토와개정

■주류및장애특화정책, 시스템과서비스를점검하여문제점과장벽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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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이를극복하기위한행동계획수립

■제부문간책임의소재와조정·모니터링·보고의메커니즘을명확히하는

장애관련국가전략과행동계획개발

■서비스기준을도입하고준수여부를모니터링및강제함으로써서비스제공

을관리

■기존공공재원서비스에대한적정재원배분및장애관련국가전략과행동

계획의이행에충분한자금지원

■국가접근성기준의채택및신축건물, 교통및정보통신분야에서의준수

보장

■빈곤으로부터장애인을보호하고주류빈곤경감프로그램의혜택을충분히

누리도록보장하는조치의도입

■국가통계시스템에 장애를 포함하고 가능한 경우 장애관련 분리자료

(disability- disaggregated data) 제공

■장애에대한대중의이해와인식개선을위한홍보캠페인실시

■장애인혹은제3자가인권문제, 법의미시행혹은미준수에대한진정을제

기할수있는창구개설등이있다.

UN 기구와각종개발기구들이할수있는것으로는: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장애를 포함시키며, 이때 주류 프로그램과장애대상

프로그램의병행전략(이중궤도접근법)을활용

■정보교환및실천의조정 - 교훈의공유와노력의중복방지를위해계획의

우선순위에대한합의형성

■개별국가에역량구축과기존정책, 시스템및서비스강화를위한기술지

원제공 - 예를들어우수프로그램이나유망프로그램공유등

■장애관련자료의수집및분석을위한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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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기여

■통계자료발표시정기적으로관련장애데이터를포함시킬것등이있다.

장애인단체가할수있는것으로는:

■장애인이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독립생활을 위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개발하도록지원

■장애아동과그가족이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

■국제, 국내, 지역사회의의사결정자와서비스제공자에게장애인의시각을

대변하고그들의권리를옹호

■서비스의평가와모니터링에참여하고연구자들과협력하여서비스발전을

위한실용적연구를지원

■장애인인권전문가들에의한대중의인식및이해증진활동 - 예를들면, 캠

페인과권익옹호그리고장애평등교육등

■환경, 교통및기타시스템과서비스의장벽을제거하기위한감독및평가

활동등이있다.

서비스제공자가할수있는것으로는:

■지역장애인단체와협력하여, 장애인을배제하는물리적장벽과정보장벽

을확인하기위한감독및평가활동수행

■필요한교육을실시하고교육내용의기획과시행과정에서비스이용자를

참여시킴으로써종사자들이장애에대해충분히훈련되도록보장

■장애인과그리고필요한경우에는그가족과협의를통해개인별서비스계

획을개발

■서비스제공의조정과통합을위해사례관리, 의뢰시스템그리고전자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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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관리체계를도입

■장애인에게자신의권리와이의신청메커니즘고지등이있다.

학술연구기관이할수있는것으로는:

■장애인이학생과직원으로입학및채용되고참여할수있도록장벽을제거

■장애에대해인권의관점에기초한충분한정보를담고있는전문적교육과

정의개설

■장애인단체와의협의속에서장애인의삶과무력화장벽들에대한연구수

행등이있다.

민간부문에서할수있는것으로는:

■근로환경의다양성과통합성증진

■공정한채용, 합리적편의제공, 근로자가장애인이된경우복귀지원등을

보장함으로써장애인고용을촉진

■장애인이스스로창업을할수있도록소액금융에대한접근장벽제거

■생애주기의다양한단계별로장애인과그가족을위한광범위한양질의지

원서비스개발

■다중이용시설, 사무실, 주택등의건축공사에적절한장애인접근성이포함

되도록보장

■정보통신기술제품, 시스템및서비스등에의장애인의접근성보장등이있

다.

지역사회에서할수있는것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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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과태도에대한도전및개선

■장애인의권리보호

■장애인의지역사회통합과참여증진

■학교, 휴양공간과문화시설등지역사회환경에대한장애인의접근성보장

■장애인에대한폭력, 학대에강력한대응등이있다.

장애인과그가족이할수있는것으로는:

■동료간지원, 훈련, 정보제공및조언등의방법으로다른장애인을지원

■지역사회내에서장애인의권리증진 - 예를들면, 접근성점검활동, 장애평

등교육실시, 인권캠페인개최등

■인식개선및사회계몽캠페인에참여

■변화의우선순위를결정하고, 정책에 향력을행사하며서비스전달체계를

구성하는각종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포럼활동에참여

■연구프로젝트에참여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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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

2002-2004a 인구총조사 장애조사 혹은 기타조사 2004 (YLD)
회원국 WHS 추정 연도 ICF 출현율 연도 ICF 출현율 100명당 추정

장애출현율 구성요소 구성요소 장애생활년수

1 아프가니스탄 2005 Imp, AL, PR 2.7(1) 15.3

2 알바니아 2008 Imp 3.4 (2) 7.8

3 알제리 1992 1.2 (3) 8.0

4 안도라 6.8

5 앙골라 14.4

6 앤티가바부다 8.8

7 아르헨티나 2001 Imp, AL 7.1(4) 8.7

8 아르메니아 7.9

9 호주 2006 4.4 (5) 2003 20.0(6) 6.8

10 오스트리아 2002 Imp, AL, PR 12.8(7) 6.7

11 아제르바이잔 8.2

12 바하마 2000 Imp 4.3(8) 2001 Imp 5.7 (9) 9.0

13 바레인 1991 Imp 0.8(10) 7.6

14 방 라데시 31.9 2005 Imp 2.5(11) 10.1

15 바베이도스 2000 Imp 4.6(12) 8.5

16 벨로루시 8.4

17 벨기에 2002 Imp, AL, PR 18.4(7) 6.9

18 벨리즈 2000 Imp, AL, PR 5.9(13) 10.0

19 베냉 2002 Imp 2.5(14) 1991 1.3(10) 11.0

21 부탄 2005 Imp 3.4(15) 2000 Imp 3.5(16) 9.5

22 볼리비아 2001 Imp 3.1(17) 2001 Imp 3.8(18) 10.8

23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4.6 7.6

24 보츠와나 2001 Imp 3.5(19) 13.8

25 브라질 18.9 2000 Imp 14.9(20) 1981 Imp 1.8(10) 10.1

26 브루나이 7.4

27 불가리아 7.9

28 부르키나파소 13.9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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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4a 인구총조사 장애조사 혹은 기타조사 2004 (YLD)
회원국 WHS 추정 연도 ICF 출현율 연도 ICF 출현율 100명당 추정

장애출현율 구성요소 구성요소 장애생활년수

29 부룬디 13.5

30 캄보디아 2008 1.4 (21) 1999 Imp 2.4 (11) 10.8

31 카메룬 11.7

32 캐나다 2001 Imp, AL, PR 18.5(22) 2006 Imp, AL, PR 14.3(23) 6.9

33 카보베르데 1990 Imp 2.6 (10) 8.1

3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988 1.5 (10) 13.1

35 차드 20.9 13.6

36 칠레 2002 Imp 2.2 (24) 2004 Imp, AL, PR 12.9(25) 8.1

37 중국 2006 Imp 6.4 (26) 7.7

38 콜롬비아 2005 Imp, AL, PR 6.4 (27) 1991 Imp 5.6 (10) 10.2

39 코모로 1980 1.7 (10) 10.0

40 콩고 1974 1.1 (10) 11.0

41 쿡제도 7.7

42 코스타리카 2000 Imp 5.4 (28) 1998 Imp 7.8 (28) 7.9

43 코트디부아르 13.8

44 크로아티아 13.9 2001 Imp 9.7 (29) 2009 Imp, AL, PR 11.3(30) 7.4

45 쿠바 2003 Imp 4.2 (31) 2000 Imp 7.0 (31) 8.2

46 키프로스 1992 AL 6.4 (32) 2002 Imp, AL, PR 12.2 (7) 7.4

47 체코공화국 11.7 2007 Imp, AL, PR 9.9 (33) 7.0

48 대한민국 9.5

49 콩고민주공화국 13.6

50 덴마크 2002 Imp, AL, PR 19.9 (7) 7.1

51 지부티 10.5

52 도미니카 2002 Imp 6.1 (34) 8.8

53 도미니카공화국 11.1 2002 Imp 4.2 (35) 2007 Imp 2.0 (36) 9.8

54 에콰도르 13.6 2001 Imp 4.6 (37) 2005 Imp, AL, PR 12.1(37) 9.2

55 이집트 2006 1.2 (38) 1996 Imp 4.4 (38) 8.6

56 엘살바도르 1992 Imp 1.8 (39) 2003 Imp, AL 1.5 (39) 9.8

57 적도 기니 12.3

58 에리트레아 9.5

59 에스토니아 11.0 2000 Imp 7.5 (40) 2008 Imp, AL, PR 9.9 (4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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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4a 인구총조사 장애조사 혹은 기타조사 2004 (YLD)
회원국 WHS 추정 연도 ICF 출현율 연도 ICF 출현율 100명당 추정

장애출현율 구성요소 구성요소 장애생활년수

60 에티오피아 17.6 1984 3.8 (10) 11.3

61 피지 1996 Imp, AL 13.9 (11) 8.6

62 핀란드 5.5 2002 Imp, AL, PR 32.2 (7) 7.2

63 프랑스 6.5 2002 Imp, AL, PR 24.6 (7) 6.8

64 가봉 11.0

65 감비아 11.0

66 그루지야 15.6 7.6

67 독일 2007 Imp 8.4 (41) 2002 Imp, AL, PR 11.2 (7) 6.7

68 가나 12.8 11.1

69 그리스 2002 Imp, AL, PR 10.3 (7) 6.3

70 그레나다 8.9

71 과테말라 2002 Imp 6.2 (42) 2005 Imp, AL, PR 3.7 (42) 10.0

72 기니 11.7

73 기니 비사우 12.7

74 가이아나 2002 Imp, AL, PR 2.2 (43) 11.5

75 아이티 2003 Imp 1.5 (44) 11.7

76 온두라스 2000 Imp 1.8 (45) 2002 Imp, AL, PR 2.6 (46) 9.5

77 헝가리 10.5 2001 Imp 3.1 (47) 2002 Imp, AL, PR 11.4 (7) 7.9

78 아이슬란드 2008 7.4 (48) 6.0

79 인도 24.9 2001 Imp 2.1 (49) 2002 Imp 1.7 (11) 10.5

80 인도네시아 2007 Imp, AL, PR 21.3(50) 10.4

81 이란 2006 Imp 1.5 (51) 9.3

82 이라크 1977 Imp 0.9 (10) 19.4

83 아일랜드 4.3 2006 Imp, AL, PR 9.3 (52) 2006 Imp, AL, PR 18.5(53) 6.7

84 이스라엘 15.8 6.2

85 이탈리아 2002 Imp, AL, PR 6.6 (7) 6.1

86 자메이카 2001 Imp 6.2 (54) 8.7

87 일본 2005 5.0 (55) 5.5

88 요르단 1994 Imp 1.2 (10) 2001 12.6(56) 7.9

89 카자흐스탄 14.2 2006 3.0 (11) 10.1

90 케냐 15.2 1989 Imp 0.7 (1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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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4a 인구총조사 장애조사 혹은 기타조사 2004 (YLD)
회원국 WHS 추정 연도 ICF 출현율 연도 ICF 출현율 100명당 추정

장애출현율 구성요소 구성요소 장애생활년수

91 카리바시 2004 Imp 3.8 (11) 9.6

92 쿠웨이트 6.9

93 키르기스스탄 2008 Imp, AL, PR 20.2(57) 9.6

94 라오스 8.0 2004 8.0 (11) 10.5

95 라트비아 18.0 2009 5.2 (16) 8.0

96 레바논 2002 1.5 (58) 9.1

97 레소토 11.4

98 라이베리아 1971 0.8 (10) 1997 Imp 16.4(59) 13.9

99 리비아 1984 Imp 1.5 (10) 1995 1.7 (10) 7.8

100 리투아니아 2001 Imp 7.5 (60) 2002 Imp, AL, PR 8.4 (7) 8.0

101 룩셈부르크 10.2

102 마다가스카르 2003 Imp, AL 7.5 (61) 10.7

103 말라위 14.0 1983 2.9 (10) 2004 Imp, AL, PR 10.6(62) 13.1

104 말레이시아 4.5 2000 0.4 (63) 8.0

105 몰디브 2003 Imp 3.4 (11) 10.2

106 말리 9.8 1987 2.7 (10) 13.0

107 몰타 2005 Imp, AL, PR 5.9 (64) 2002 Imp, AL, PR 8.5 (7) 6.3

108 마샬군도 1999 Imp 1.6 (65) 8.2

109 모리타니아 24.9 1988 1.5 (10) 11.0

110 모리셔스 13.1 2000 Imp 3.5 (66) 9.1

111 멕시코 7.5 2000 Imp 1.8 (67) 2002 AL. PR 8.8 (68) 8.2

112 미크로네시아연방 7.0

113 모나코 6.5

114 몽골 2005 3.5 (11) 9.0

115 몬테네그로 7.4 (69)

116 모로코 32.0 1982 1.1 (10) 2004 5.12 (70) 8.7

117 모잠비크 1997 Imp 1.9 (71) 2009 Imp, AL, PR 6.0 (72) 12.5

118 미얀마 6.4 1985 Imp 2.0 (73) 2007 Imp 2.0 (16) 9.8

119 나미비아 21.4 2001 Imp 5.0 (74) 2002 Imp, AL, PR 1.6 (75) 10.2

120 나우루 9.5

121 네팔 21.7 2001 Imp 0.5 (76) 2001 Imp 1.6 (1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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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4a 인구총조사 장애조사 혹은 기타조사 2004 (YLD)
회원국 WHS 추정 연도 ICF 출현율 연도 ICF 출현율 100명당 추정

장애출현율 구성요소 구성요소 장애생활년수

122 네덜란드 2002 Imp, AL, PR 25.6 (7) 6.4

123 뉴질랜드 2001 Imp, AL, PR 20.0(77) 6.9

124 니카라과 2003 Imp, AL, PR 10.3(78) 8.5

125 니제르 1988 1.3 (10) 13.7

126 나이지리아 1991 0.5 (10) 13.2

127 니우에 8.4

128 노르웨이 4.3 2002 Imp, AL, PR 16.4 (7) 6.8

129 오만 2005 0.5 (79) 7.2

130 파키스탄 13.4 1998 Imp 2.5 (80) 9.6

131 팔라우 7.8

132 파나마 2000 Imp 1.8 (81) 2005 Imp, AL, PR 11.3(81) 8.4

133 파푸아뉴기니 9.4

134 파라과이 10.4 2002 Imp 1.1 (82) 2002 Imp, AL 3.0 (82) 9.4

135 페루 2007 Imp, AL, PR10.9 (83) 2006 Imp, AL, PR 8.7 (84) 9.4

136 필리핀 28.8 2000 Imp 1.2 (85) 9.2

137 폴란드 2002 AL 14.3 (86) 7.3

138 포르투갈 11.2 2001 Imp 6.2 (87) 2002 Imp, AL, PR 19.9 (7) 7.0

139 카타르 1986 0.2 (10) 7.1

140 대한민국 2005 Imp 4.6 (11) 7.6

141 몰도바 8.6

142 루마니아 2009 Imp, AL, PR 19.0(88) 7.9

143 러시아연방 16.4 10.0

144 르완다 13.3

145 세인트키츠네비스 9.0

146 세인트루시아 2001 Imp 5.1 (89) 8.7

147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2001 imp 4.6 (89) 9.0

148 사모아 2002 3.0 (90) 7.0

149 산마리노 6.2

150 상투에프린시페 1991 4.0 (10) 10.0

151 사우디아라비아 1996 Imp 4.5 (91) 8.1

152 세네갈 15.5 1988 1.1 (1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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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4a 인구총조사 장애조사 혹은 기타조사 2004 (YLD)
회원국 WHS 추정 연도 ICF 출현율 연도 ICF 출현율 100명당 추정

장애출현율 구성요소 구성요소 장애생활년수

153 세르비아 2008 Imp, AL, PR 7.4 (92) 7.4 (93)

154 세이셸 2007 Imp 1.3 (16) 8.8

155 시에라리온 2004 2.4 (94) 14.7

156 싱가폴 2003 Imp 3.0 (11) 6.6

157 슬로바키아 12.1 2002 Imp, AL, PR 8.2 (7) 7.7

158 슬로베니아 2002 Imp, AL, PR 19.5 (7) 7.1

159 솔로몬제도 2004 Imp 3.5 (11) 7.9

160 소말리아 14.3

161 남아프리카공화국 24.2 2001 Imp, PR 5.0 (95) 1998 Imp, AL, PR 5.9 (96) 12.2

162 스페인 9.5 2008 Imp, AL 8.5 (97) 6.2

163 스리랑카 12.9 2001 Imp 1.6 (98) 1986 Imp 2.0 (10) 11.5

164 수단 1993 1.6 (10) 1992 1.1 (10) 12.2

165 수리남 1980 Imp 2.8 (99) 10.1

166 스와질란드 35.9 1986 2.2 (10) 13.0

167 스웨덴 19.3 2002 Imp, AL, PR 19.9 (7) 6.5

168 스위스 2007 Imp, AL, PR 14.0(100) 6.2

169 시리아 1981 1.0 (10) 1993 0.8 (10) 7.7

170 타지키스탄 2007 1.9 (101) 8.7

171 태국 2007 Imp, AL, PR 2.9 (102) 9.4

172 마케도니아 7.3

173 동티모르 2002 1.5 (11) 11.0

174 토고 1970 0.6 (10) 11.4

175 통가 2006 2.8(103) 6.9

176 트리니다드토바고 2000 Imp, AL 4.2 (104) 9.2

177 튀니지 16.3 1994 1.2 (10) 1989 0.9 (10) 7.5

178 터키 20.6 2002 Imp, AL 12.3(105) 7.5

179 투르크메니스탄 9.1

180 투발루 8.0

181 우간다 2002 Imp 3.5 (106) 2006 Imp 7.2 (107) 12.7

182 우크라이나 14.8 8.8

183 아랍에미리트연합 10.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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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통계와관련된
세계적ㆍ지역적활동개괄

장애통계를작성하는다양한국제및국내조직에서수많은데이터베이스(웹사

이트포함)와연구를내놓고있다.(1-9)

여기서는장애통계를개선하려는최근의활동을보여주기위해 5개단체의작

업을소개하려한다. 이5개단체는다음과같다:

■UN 장애통계에관한워싱턴그룹(United Nations 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세계보건기구미주지역사무소(WHO Regional Office for the Americas)/ 범미보건

기구(PAHO)

■유럽통계기구(ESS)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UN 장애통계에관한워싱턴그룹

워싱턴그룹은 2001년UN 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가장

애측정과장애관련데이터의국가간비교를촉진하기위해설립한국제적전문가

자문그룹이다.(10) 현재워싱턴그룹에는 7개의국제기구와 6개의장애인대표단체,

UN통계국, 3개의다른UN 산하기관은물론77개의국가통계청이참여하고있다.

2장에서서술한바와같이, 워싱턴그룹은 UN 공식통계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을 준수하면서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국제분류

(ICF)와일치하도록, 센서스와서베이에사용할 6개의질문으로구성된간단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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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개발했다.(11) 이질문들을다른센서스데이터와결합시켜활용하면교육, 고

용, 사회생활에대한장애인의참여도를가늠해볼수있다. 또한기회균등정책을

알리는데사용될수도있다. UN의인구주택총조사의원칙과권고(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에도워싱턴그룹의접근

방법이포함되어있다.(12)

워싱턴그룹의간략한설문은 6개의핵심기능 역(보기, 듣기, 이동, 인지, 신변

처리, 의사소통)에있어기능상의어려움을겪는인구집단을확인하고; 적절한편

의시설이없을경우독립생활이나사회통합을제한할가능성이있는곤란들을확

인하는것이목표이다. 워싱턴그룹의이간략한인구총조사설문은 15개국에서일

련의인지및현장예비조사를거쳐완성되었다.(13)

다음으로중요한목표는장애의제측면을측정하기위해하나이상의추가설

문항목들을추천하거나, 인구조사의구성요소혹은전문 역별조사의보완요소

로사용될수있도록설문설계의원칙들을추천하는것이었다. 추가설문은 10개

국에서인지예비조사를거쳤다. 또한 UNESCAP 통계국과협력하여아태지역 5개

국가에서, 그리고유럽1개국가에서현장예비조사를추가로실시했다.

또한워싱턴그룹은개발도상국에서, 예를들어정부통계요원에대한장애측정

방법론교육등을통해, 장애관련데이터수집능력을배양하는일에도참여했다.

나아가, 다음과같은일련의보고서를발간했다:

■장애인단체를위한워싱턴그룹의활동(14)

■국가통계청을위한조력(15)

■ 6개문항설문을이용한장애해석법(16)

■ 6개문항설문을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모니터링에활용하는방법예시.(17)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은비와코 ‘통합적이고, 장벽없는, 권리에기반한사회를향한새천년

행동계획(Millenium Framework for Action towards an Inclusive, Barrier-Fr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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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Based Society)’에따라장애측정과장애통계개선을위해노력해왔다. 그들

은 ICF에기초하여아태지역장애통계의유용성, 품질, 비교가능성과정책연관성을

개선하기위해ESCAP/WHO공동장애프로젝트(2004-06)를수행했다.

UN 개발지원계정(United Nations Development Account)의자금지원으로현재

진행중인 ‘비와코 새천년행동계획과 아태지역 인구총조사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장애측정및통계개선사업(Improvement of Disability Measurement and Statistics

in Support of the Biwako Millenium Framework and Regional Census Programme)’

프로젝트는선행프로젝트의성과에기반한것이다. UNESCAP 통계국이 UN 통계

국, 워싱턴그룹, 세계보건기구(WHO), 각지역별로엄선한국가통계청등내외파

트너와의협력속에서진행하고있는(18) 이프로젝트는인구센서스와서베이를통

해장애데이터를수집하려는워싱턴그룹과같은여타의세계적활동들과연계되

도록계획되어있다. 이프로젝트는다음과같은다양한요소들을조합하고있다

■표준설문에대한국가별예비조사

■통계전문가와보건전문가대상교육

■국가별조언서비스

■지식관리기법의개발및국가간협력촉진을위한각국정부내국가장애통계

전문가들의지역네트워크수립.

범미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AHO는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역에서 ICF를적용하여장애데이터를개

선하고표준화하려는전략계획을수립했다. 이계획은장애데이터의수집과활용

에관여하는정부와비정부기구간네트워크의형태를취하고있다. 이계획은두

가지광대한목표를갖는다. 개별국가수준에서는장애관련정보시스템의역량개

발과기술원조제공에초점이있다. 지역수준에서는지식과모범적실천사례의공

유그리고표준척도와운용지침개발을촉진하는것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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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계기구(European Statistical System)

지난 10년간 ESS는유럽연합내에서사회조사를통해건강과장애에관한비교

가능한통계를작성하는사업을진행해왔다.(20) 그결과현재유럽연합에서는건강

과장애를측정하는일관성있는가구및개인조사체계가시행되고있다. 장애에

관한공통질문이유럽전역의다양한사회조사에포함되었다. 예를들어활동제약

에관한몇몇공통질문들이유럽공동체가구패널조사를대체한유럽연합-소득및

생활조건통계(EU-SILC) 조사에포함되었다. EU-SILC에는 ‘건강문제로인한활동의

장기적제한’(국제활동제한지수, Global Activity Limitation Indicator, GALI문항으로

알려져있다)에관한 ‘장애’ 문항이포함되었는데, 이문항은건강생활년수(Healthy

Life Years)의구조적지표계산에사용된다. 유럽건강면접조사(EHIS), 유럽건강및사

회통합조사(ESHSI)와같은특수조사도개발되었다. EHIS는 1회차조사(2008-10)에

보기, 듣기, 걷기, 신변처리, 가정생활 등의 기능 역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켰다.

ESHSI는이동, 교통, 건축물접근성, 교육및훈련, 고용, 인터넷이용, 사회적접촉과

지지, 여가생활, 경제생활, 태도와행동등의환경요소뿐만아니라추가적기능

역들을다루고있다.

이런다양한조사들을위한변수와질문은모두 ICF의구조와연계되어있다.

또한각각의조사에는유럽연합의핵심사회변수들이포함되어있어사회경제

적요인에따른분석도가능하다. 공통질문을유럽연합의다양한언어로번역하

고, 질문을예비조사하고통일된시행기간과방법을사용하는게중요했다. 전문

역별조사인유럽건강면접조사의결과물은내년부터점차적으로이용할수있게

될것이다. ESHIS는2012년실시될계획이다.

UN 유럽경제위원회- 건강상태측정을위한부다페스트이니셔티브

(Budapest Initiative on Measuring Health Status)

2004년, UNECE의후원으로 UNECE,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 및 WHO가참

여하는건강상태측정을위한합동실무추진단이구성되었다. 이추진단은 2005년

부다페스트에서개최된첫회합이래부다페스트이니셔티브로알려졌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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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이니셔티브의주된목적은 ICF에근거하여면접조사에포함시키기

에적합한새로운공통건강측정도구를개발하는것이었다. 인구보건에관한기본

정보를얻는것이세부적목표인데, 이정보는또한공식국가통계시스템의틀내

에서개별국가내부, 인구하위집단간그리고국가간의시간변화에따른보건상황

의추이를기술하는데활용될수있다. 건강상태는기능적능력을있는그대로측

정하는것이다. 결정요인이나위험요소, 질병상태, 보건서비스활용, 환경상의장벽

및촉진요인등건강의다른측면은측정하지않는다.(21, 22) 이러한정보는다양한인

구집단의건강상태에대한개요를파악하는데유용할뿐아니라, 세계질병부담에

서쓰는것과같은인구보건에관한요약색인을개발하는데도유용하게활용될수

있다. 부다페스트이니셔티브의질문들은보기, 듣기, 걷기와이동, 인지, 정서(불안

과우울), 통증등을포괄하고있으며, 개별 역과관련된다양한응답선택지들을

사용하고있다.(23)

또한부다페스트이니셔티브는기존그룹과협력하여활동하며, ESS, 세계건강

조사, 미국-캐나다공동조사, 워싱턴그룹등이수행한기존사업의성과에기반하

고있다. 예를들면, 워싱턴그룹과부다페스트이니셔티브는 UNESCAP의후원을

받아워싱턴그룹/부다페스트이니셔티브가공동개발한추가설문의인지예비조

사와현장예비조사를실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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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건강조사의설계와실시

세계건강조사는 70개국에서실시되었다. 표본의규모는룩셈부르크의 700명에

서멕시코의 38,746명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응답자는사적가구(私的家口)에서

생활하는 18세이상남녀이다. 모든표본은각가구및개인응답자의선정확률이 0

이되지않게할당되도록국가별로다단계군집설계방식(multistage cluster design)

을사용하여추출하 는데, 다음의경우는예외이다: 중국과인도에서는선정된일

부지방과주에서만조사가실시되었다; 코모로, 콩고공화국과코트디부아르에서

조사는인구의 80% 이상이거주하는지역으로제한되었다; 멕시코에서는주단위

추정치를산출할수있도록표본을구성했다. 숙련된조사자들이대면조사를실시

했다. 응답률은 (표본으로선정된응답자중면접을마친응답자의비율로계산되

며, 부적격응답자는분모에서제거된다) 이스라엘의 63%에서필리핀의 99%에이

른다.

세계건강조사의건강에대한설문모듈은기능·장애·건강에관한국제분류(ICF)

개정판과 접히일치되도록구성되어있다. 이것의목표는개인의손상을파악하는

것이아니라, 다양한나라에서실시된조사의응답자들의기능에대한횡단면적정

보를제공하여, 전체인구의수준에서집약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응답자들에게

건강상태나기능제한의지속기간에대해서는묻지않는다.

건강상태를기술하는세계건강조사의설문모듈을개발하기위해문제은행방식

으로문항군을구축했고, 각질문의심리측정적속성이기록되었다.(1) 질적연구를통

해다양한나라들의핵심적구조를분석했다. 본연구를시작하기전설문지에대한

광범위한예비조사가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탄자니아공화국, 필리핀과콜롬비아

등 3개국에서처음으로실시되었고, 뒤이어 61개국에서 71건의세계보건기구(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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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가조사연구에도사용되었다. 이들조사중 14건은표본규모 88,000명이상의응

답자에대해 21개건강분야를포괄하는광범한대면조사방법으로실시되었다.(1) 세

계건강조사의조사도구는이후다양한언어로개발되었고, 인지적면접과문화적적

응가능성실험을거쳐더욱정교화되었다. 문화적타당성을갖춘질문을만들기위

해복수언어전문가들에의한역번역방식의, 심층적언어분석을거쳐개발한엄

한 번역 프로토콜이 고안되었다. 건강상태 기술을 위해 수정된 설문 모듈에 대해

2002년 2월에서 4월사이에중국,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 터키와아랍에미리트

연합국에서추가적인예비조사가시행되었다.

이후조사도구의축약판과확장판이개발되었다. 이조사도구는 8개생활 역에

서지난 30일이내에겪은기능상의어려움에대해조사했다: 그생활 역은이동,

신변처리, 통증이나불편, 인지, 대인관계활동, 시력, 수면과활력, 정서등이었다. 각

역별로확장판에서는어려움정도를묻는두가지질문이, 축약판에서는하나의

질문이제시되었다. 이들 역에대한세계건강조사의질문은건강과장애에대한

각국의조사나국제적조사에서제시해온질문들과매우유사하거나동일하다. 각

질문은 역별로여러가지기능단계들을제시하고있으며, 가능한한해당 역에

서의개인의내재적능력에초점을맞추고있다. 예를들면, 이동의경우응답자들에

게신체거동의어려움과격렬한활동의어려움에대해질문하고있다. 시력의경우,

근거리시력과원거리시력의어려움에대해질문한다. 각문항별응답척도는모두

동일하게전혀어렵지않음(1점)에서극히어려움혹은불가능(5점)까지의 5점척도

이다. 기능상의어려움의출현율은성, 연령, 거주지, 5분위소득에따라구분하여계

산된다.

세계건강조사분석과장애의경계도출(derivation of
threshold)

이보고서는 69개국의데이터를분석에이용하고있지만호주의자료는배제했

다. 호주의조사가일부는무작위배포방법에의해, 다른일부는전화인터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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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해이루어지는등확인할수없는편향이발생해이두가지측정치를통합할

수없었기때문이다. 표본추출정보를기초로 69건중 59건의조사데이터에는가

중치를부여했다. 각국별추정치를부록 A에수록했는데, 다음국가들은제외되었

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국과북아일

랜드(이상축약판)와과테말라, 슬로베니아공화국(이상확장판) 등은가중치가부

여되지않았기때문에제외되었다. 중국, 코모로,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등은

조사가전국규모로실시되지않아서제외되었다. 인도에서의조사는 6개주에서

실시되었고이추정치를가중해전국추정치를산출했으며그결과가부록A에수

록되어있다. 병합추정출현율은 69개국중 59개국조사데이터를가중및연령표

준화하여산정했다.

비록국가별조사의표본규모는서로다르지만, 병합추정치산정을위해사후층

화가중치를개별조사의표본규모에따른별도의조정없이사용했다. 표본가중치의

사후층화수정과성별표준화를위해 UN의인구데이터베이스를이용했다. 연령표

준화를위해서는WHO의세계표준모집단을사용했다.(2)

대표성, 응답률, 무응답문항과무응답자등각각의조사의품질측정기준에대한

세부적 정보는 세계보건조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who.int/

healthinfo/survey/whsresults/en/index.html

다양한어려움정도를보고한응답자들

53개국에서 16개문항에대한데이터를얻을수있고, 나머지 16개국에서는 8개

문항의데이터를얻을수있다. 표C.1은각범주별응답자의비율을보여준다.

신변처리나대인관계에비해격렬한활동과관련된 역에서훨씬많은비율의

응답자가심함(10.3%) 혹은매우심함(9.7%)으로답하고있다. 격렬한활동 역을제

외하면, 응답자의 8.4%가최소한하나의기능 역에서매우심한어려움을겪거나

불가능하다고응답했다. 나아가, 응답자의 3.3%는 2개이상의 역에서매우심한어

려움을겪는다고응답했고, 1.7%는 3개이상의 역에서매우심한어려움을겪는다

고응답했다. 신변처리 역과지역사회참여, 갈등대처를포함하는대인관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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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장빈도가낮았고, 이동과통증 역의어려움은가장흔한응답의하나 다. 기

능상의어려움은모든 역에서노년그룹과여성들에게보다흔하게나타났다.

이비율이인구중장애출현율로해석될수는없다. 기능상의어려움이곧명백한

손상에해당하는것은아니다. 특정건강상태를가진사람은많은제한을겪게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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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C.1. 16 세계보건조사기능 역별로다양한어려움정도를보고한응답자
비율

없음 약간 보통 심함 매우 심함

이동

신체거동 64.8 16.5 11.4 5.9 1.3

격렬한활동 50.7 16.0 13.3 10.3 9.7 

건강관리

신변처리 79.8 10.7 5.9 2.6 1.0

외모관리, 몸단장 80.4 10.7 6.0 2.2 0.9 

통증

신체적통증과고통 45.2 26.3 16.8 9.5 2.2

가벼운신체적불편 49.2 24.9 16.1 8.0 1.8 

인지

집중, 기억 61.5 20.0 11.8 5.5 1.3

학습 65.6 17.3 9.8 4.7 2.5 

대인관계

지역사회참여 76.8 13.1 6.6 2.4 1.2

갈등 대처 74.4 14.4 6.7 3.0 1.5 

시력

원거리시력 75.4 11.6 7.1 4.3 1.6

근거리시력 76.3 11.9 7.0 3.8 1.0

수면과 활력

수면 60.9 18.9 10.0 6.6 1.6

기력 57.2 22.1 13.1 6.2 1.4 

정서

우울감 56.1 22.5 12.9 6.6 2.0

걱정, 불안 51.2 22.9 14.0 8.3 3.6



쉽다. 본보고서에서장애는, ICF와조화를이루도록, 선정된경계를넘어서는기능의

감소로개념화하고있다. 기능감소는일련의 역을포괄하는문항군의벡터량으로

측정되며, 최소치를취하는방식으로측정하고있다.

종합점수계산

각개인별종합점수의계산은조사에포함된개개인이기능의잠재범위내에서

어디에위치하는가를추산하기위해 16개문항모두에걸쳐계산된다. 이점수는

라쉬모델을활용한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 IRT)의접근법을사용하

여산정한다(IRT 점수의누적분포는그림 C.1 참조). 라쉬모델은원자료를어려움

에대하여범주별로서열화된자기보고설문척도에서등간척도로변환하도록해

준다. 원자료오즈(odds)의로그변환을통해구간의동등성을확보하고, 확률방정

식을통해추출한다. 부분점수모형을위한이러한변환은어려움의계층적서열은

물론문항범주별로다양한경계값을고려한것이다.

본래의 16문항건강모듈은컴퓨터프로그램인윈스텝스(WINSTEPS)를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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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C.1. IRT 장애점수누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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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라쉬평정척도모형(Rsach Rating Scale model)으로분석했다. 모든조사의공통척

도를개발하기위해 8개문항만을사용한조사와 16개문항전부를사용한조사를

이모형으로함께분석했다. 각문항별로보정이이루어졌다. 또한각각의문항이

공통의세계적기능측정도구로얼마나잘기능할수있는지를결정하기위해내

적합도평균제곱지수(Infit Mean Squares : MNSQ)로알려진카이제곱(χ2) 적합도통

계를 계산했다. 내 적합도 평균제곱지수는 0.77에서 1.38까지 다(표준편차=0.27).

오직시력 역에서만문항부적합도의추천임계치인 1.3을약간초과했지만, 이

역은분석에계속포함되었다. 다차원지도 - 잔차의주요구성요인분포도 - 상에

서 2차적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차별기능문항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 DIF)을시험하기위해줌보(Zumbo)의로지스틱회귀

분석방법을사용했다.(3) 의사(pseudo)-R2의변화는 0.02로, 용인가능한 DIF 효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16개건강문항에대해각각의특정문항보정을고려해서

원시점수는라쉬모델을이용한새로운점수척도로변환되었는데, 0 = 어려움이

없음그리고100 = 완전히어려움을나타낸다.

장애출현율의경계결정

IRT 모델에서도출된점수는연속값을갖기때문에, 전체인구를 ‘장애’와 ‘비장

애’ 집단으로나누기위해서는하나의경계값을결정할필요가있다.

모든나라에서 8개의기능 역중어느하나라도매우심한어려움혹은완전히

불가능이라고답한응답자의평균점수를산정했다. 이들 역에서매우심한기능

상의어려움이라고응답한사람들은장애출현율을추정하기위한대부분의자료

수집전략에서장애로여겨진다. 만성질환 - 관절염, 협심증, 천식, 당뇨병, 우울증

등 - 진단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한사람들의평균점수도계산했다. 이런진단을

받은응답자에는현재치료를받고있는사람과받고있지않은사람이모두포함

된다. 세계건강조사에서현재치료중이라고응답한사람들은현재치료중이아닌

사람들보다높은점수를나타냈다. 이러한만성질환들은장애와연관된다는점에

서, 이질환들을심각한장애의유의미한경계를정하는지표질환으로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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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타당성이있다. 이들집단전체(매우심한어려움이라고응답한사람들과만

성질환이라고응답한사람들)의평균점수는 0(기능어려움없음)에서 100(완전히

어려움)의범위중약 40이었다. 이에따라모든조사응답자들을 ‘장애’와 ‘비장애’로

구분하는경계값으로 40이선정되었다. 이경계값을정하기위한세계건강조사데

이터분석에사용된관절염과협심증등의질환은, 제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세

계질병부담자료로부터장애추정치를산정하기위해사용된세계질병부담중간정

도장애등급에도또한포함되어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결과의민감도평가를위해격렬한활동문항을점수산정에서빼고순차동일

한단계를밟아 ‘장애’의경계를설정하고비율을산정했다. 이렇게분석한결과장애

출현율은 17.5%에서 15.6%로낮아졌다. 결국, 민감도시험을기초로격렬한활동문

항은추정치산정에서제외하기로결정되었다.

기능상의어려움이라는틀을이용한장애출현율추정치와위에서설명한방법론

이표C.2에제시되어있다. 경계값을 40으로했을때인구의 15.6%라는장애출현율

추정치가도출된다. 이경계값을 50(3개이상의기능문항에서매우심한어려움이라

고응답한사람들의평균점수, 표C.3 참조)으로올리면매우심각한장애를갖고있

는사람들의추정치가2.2%로도출된다(표C.2 참조).

세계보건조사의재산수준(wealth) 측정
재산수준(가구의장기간지속되는경제적지위지표)은이항계층순서형프로

빗(dichotomous hierarchical ordered probit : DIHOPIT) 모델을이용하여도출했다.

이모델의전제는더부유한가구는주어진자산군을소유할가능성이더크다는

것으로, 경제적지위에대한지표를제공한다. 자산기반접근법은자기보고방식의

소득조사에서나타나는편향을피할수있다. 이방법은개발도상국의경제적지위

와건강에대한이전의다국가연구에서사용되어왔다.(5,6)

가구수준따른계층적오차항을갖는임의효과프로빗모형(DIHOPIT)을이용해

자산소유와가구특성이가구재산수준에미치는효과를동시에평가했다. 이모델

의 산출물은 일련의 공변량계수(共變量係數, covariate coefficients)와 자산차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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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C.2. 서로다른경계값(40과50)에따른59개국의국가소득수준, 성, 연
령, 거주지, 재산수준별다 역기능수준에서의장애출현율4

경계값 40 경계값 50

인구 하위집단 고소득국가 저소득국가 합계 고소득국가 저소득국가 합계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성

남성 9.1 (0.32) 13.8 (0.22) 12.0 (0.18) 1.0 (0.09) 1.7 (0.07) 1.4 (0.06)

여성 14.4 (0.32) 22.1 (0.24) 19.2 (0.19) 1.8 (0.10) 3.3 (0.10) 2.7 (0.07) 

연령집단

18-49 6.4 (0.27) 10.4 (0.20) 8.9 (0.16) 0.5 (0.06) 0.8 (0.04) 0.7 (0.03)

50-59 15.9 (0.63) 23.4 (0.48) 20.6 (0.38) 1.7 (0.23) 2.7 (0.19) 2.4 (0.14)

60 이상 29.5 (0.66) 43.4 (0.47) 38.1 (0.38) 4.4 (0.25) 9.1 (0.27) 7.4 (0.19) 

거주지

도시 11.3 (0.29) 16.5 (0.25) 14.6 (0.19) 1.2 (0.08) 2.2 (0.09) 2.0 (0.07)

농촌 12.3 (0.34) 18.6 (0.24) 16.4 (0.19) 1.7 (0.13) 2.6 (0.08) 2.3 (0.07) 

재산 5분위

Q1(가장 빈곤) 17.6 (0.58) 22.4 (0.36) 20.7 (0.31) 2.4 (0.22) 3.6 (0.13) 3.2 (0.11)

Q2 13.2 (0.46) 19.7 (0.31) 17.4 (0.25) 1.8 (0.19) 2.5 (0.11) 2.3 (0.10)

Q3 11.6 (0.44) 18.3 (0.30) 15.9 (0.25) 1.1 (0.14) 2.1 (0.11) 1.8 (0.09)

Q4 8.8 (0.36) 16.2 (0.27) 13.6 (0.22) 0.8 (0.08) 2.3 (0.11) 1.7 (0.08)

Q5(가장 부유) 6.5 (0.35) 13.3 (0.25) 11.0 (0.20) 0.5 (0.07) 1.6 (0.09) 1.2 (0.07)

총계 11.8 (0.24) 18.0 (0.19) 15.6 (0.15) 2.0 (0.13) 2.3 (0.09) 2.2 (0.07)

표C.3. 문항 역의서로다른경계점에기초한IRT 점수

표본수 % 평균 IRT 표준오차

없음 46 069 18.59 2.49 0.03

심함 48 678 19.53 37.45 0.04

매우심함 1+ 25 344 8.98 40.75 0.07

매우심함 2+ 11 970 3.6 45.53 0.08

매우심함 3+ 6 361 1.88 49.54 0.08 

a. 최소한하나의문항에서심한어려움
b. 최소한하나의문항에서매우심한어려움
c. 최소한두개의문항에서매우심한어려움
d. 셋 이상의문항에서매우심한어려움



(asset cut points)이다. 공변량계수는각사회인구학적예측변수와 ‘잠재재산수준변

수’ 사이의관계를표현한다. 자산차단점은이차단점을넘는가구가특정자산을소

유할가능성이다른가구보다크게되는재산수준척도상의경계점을표시한다. 이

‘자산사다리(asset ladder)’가일정한조정을거쳐각조사에서가구재산수준추정치

를산출하기위해모든가구에적용된다.

세계질병부담과의비교

세계건강조사의장애출현율을세계질병부담의장애생활년수(YLD) 추정치와비

교하기위해, 상관계수를계산했다. 이결과스피어만등위상관계수가 0.46, 피어슨

상관계수가 0.35로계산되어두방법사이에는비교적높은상관관계가있음을보

여준다. 두접근법이서로다른방법으로장애를추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상관

성이비교적높다는사실로볼때, 더많은일차자료들을기초로두방법을동시에

적용한다면상당히신뢰성높은장애출현율추정치를얻을수있을것이다. 또한

장애정의와계량화에대한대안적접근법을사용한다면또다른출현율추정치가

산정될수있다는점을언급해둘필요가있다.

세계건강조사의한계

모든출현율추정방법과마찬가지로세계건강조사의방법론도나름의한계와

불확실성을지닌다. 예를들면, 장애에대한각국의설문결과들사이에는타당하다

고보기엔실질적으로너무큰차이가존재한다. 기능수준등건강의여러측면에

대한자기보고과정에서체계적인응답의편향이존재했을가능성이있다. 다른가

구면접조사나인구총조사와마찬가지로세계건강조사도자기보고에전적으로의

존하고있다. 이런자기보고방식으로인해사람들이자신의경험과기대, 문화에

기초해서질문을서로다르게이해하고척도의범주를선택하게되었을가능성이

많다. 적절한개념번역과질문및응답에대한통일적이해를확보하려는노력에

도불구하고, 이러한문제점이완전히해결되지않았을수있다. 비록 IRT의집단불

변성이추정되고있기는하지만, 이러한체계적응답편차를교정할수는없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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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른다. 이로인해결과를인구집단사이에비교하는데에문제가발생한다. 이

러한비교가능성의문제 - 응답자들이응답범주를서로다르게사용하는문제 - 에

대처하기위해, 자신의기능에대한응답자의진술을교정할목적의보정비네트가

설문에포함되었다. 보정데이터등을이용해서기능에대한자기보고의편향 (혹

은편차)을교정하기위한통계기법도개발되어왔다.(7) 하지만, 비록이런기법들이

자기보고에서의 ‘편향’의존재를드러내주고는있어도, 아직이러한편향을적절히

교정하고있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이상적으로는, 조사결과획득된자기보고장애데이터(응답은종종활동제한이

나참여제약과의연관을반 한다)는, 자기보고를검증하고보고편향을교정하기위

해서, 복수 역의기능감소를측정하는독립된전문가기능평가와비교되고결합되

어야한다.

이보고서에서는기능상태점수의연속선상에서장애의경계값을설정하는결정

을내리고있지만, 이는논쟁의여지가있다. 점수는응답편향; 경계값선택; 증상에

기반한질문을사용한알고리즘에기반하며다른실험으로확증되지않은만성병진

단방법등의 향을받았을가능성이있다. 만성병에대해양성이라고거짓응답하

거나음성이라고거짓응답한것둘다표본에포함되었을가능성도있다.

세계건강조사데이터에는다음과같은다른한계점도존재한다: 모든조사가전

국규모로진행된것은아니다; 모든조사데이터에가중치가부여되지도않았다; 고

소득국가중확장판을사용하여조사한곳은단두국가뿐이다; 편협한건강 역선

택으로인해청력, 호흡기타다른 역의기능문제를지닌응답자들이배제되었을

가능성이있다; 자기보고데이터에대해검사나건강기록등을통한별도의검증이

이루어지지않았다; 시설에수용된성인과아동들은조사에서제외되었다. 장애출

현율과결정요인에대한향후자료수집에서는이러한단점들을극복하려는시도가

이루어져야한다.

접근방법에대한논의

이러한접근방법에는여전히몇몇개념적논쟁거리가남는다. 첫째, 경계점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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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로할것인가의결정은, 예를들어자료수집기간에일정한수준의손상을넘어

서는개인들만포착되는손상범주군을사용하려할경우에흔히그러하듯선험적

으로(데이터수집전혹은데이터수집기간에) 설정되기보다는, 데이터분석의과

정에서이루어진다.

경계를설정하는일은반드시필요하고, 어디에이경계선을그을것인가에대한

‘황금기준’은존재하지않는다. 중요한것은어디에경계선을그을것인가보다는그

런결정을정당화하는근거이다. 왜냐하면, 경계값에대한결정은폭넓은고려위에

서이루어져야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정책결정자들은연금, 건강보험기타장애

관련프로그램을위한경계점으로선택가능한각각의장애정도가갖는함의를알

필요가있다. 자원할당에관한결정은피할수있는것이아니다. 경계점설정과정을

투명하게하는것의이익은, 이결정이 ‘중증장애’를몇몇범주로목록화하는과정에

서처럼은폐되기보다는공공연히논쟁될수있다는점이다.

둘째, 세계건강조사의출현율추정치는평균값에기초하며, 결과적으로경계값근

처에분포한다. 세계보건조사의 ‘장애’에대한이러한추정에포함된개인들에는주

어진 역중어느하나에서심한그리고/혹은매우심한기능상의어려움을가진

개인들(예컨대, 주로손상에초점을맞춘장애조사에서포착될가능성이많은사람

들)이포함되는동시에, 전통적정의에따르면장애로여겨지지않을수있는둘이

상의 역에서보통수준의기능상의어려움을가진사람들또한이추정에포함된

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역에서심한혹은매우심한기능상의어려움을갖고있다

고응답했지만종합점수가경계점인 40%를밑도는일부사람들은배제되어있다. 예

를들어, 신체거동에심한혹은매우심한어려움을겪는다고응답한 1.4%의사람들

중 18%는경계값이하이다. 이러한응답패턴을세부적으로분석한결과이러한배

제의오류는보고서에서제시한병합추정치에의미있는 향을미치지는않는것으

로나타났다.

셋째, 세계건강조사에서는직전한달동안의기능감소에대해질문하며, 따라서

오래지속되지않는상대적으로급성인문제들이포함된다. 반면다른장애측정법

들은6개월이상지속되는만성적문제들만을고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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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애를초래하는데기여하는 개인특성과환경특성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장애경험의복잡한특징을분별하기위해서는태도와건축물환경에대한

측정도구를조사에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그와같은훨씬더복잡한작업의

실행가능성을자원제약이라는조건을고려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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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병부담의방법론

세계질병부담연구는조기사망과장애로인한질병부담을동시에계량화하기

위해새로운측정단위 - ‘장애포함상실건강년수(DALY)’- 를도입했다.

DALY는장애와질병으로인해상실하게되는건강생활년수에대한측정단위이

다. 특정질병이나부상에대해, 인구집단의조기사망에따른손실수명년수(YLL)와

질병이나상해의발생사례별로장애로인해상실된건강생활년수(YLD)를합산하여

DALY가산정된다. 불완전한건강상태로생활한년수는건강상태평가지수혹은장

애가중치를활용하여동등한수치의건강상실년수로변환된다. 장애가중치는 0(완

전한건강)과1(사망과동일한건강상태) 사이에서하나의평균점수를제공한다.

YLD는수많은질병과부상의후유장애를계산하는데사용되어왔다. 부록A.의국

가별 YLD는약 20가지원인군에대한국가별추정치와원인별사망률에대한국가

별분석을이용하여지역별추정치로부터대치법을사용해추정한것이다. 전연령

대및양성(兩性)의모든질병과부상에대한YLD를중복이환에따른추가적수정없

이합산해서그결과를총인구로나누어계산한다.

처음실시된세계질병부담연구는세계전지역의의료종사자가참여한공식적활

동을통해명시적 ‘상호교환’ 프로토콜을사용하여 22개의표본격인 ‘지표질환’에대

한장애중증도가중치를정립했다. 이후다양한환경에서실행된평가활동의결과

들은세계질병부담의첫연구결과와거의일치했다.(2) 이렇게마련된가중치는 0.00

에서 0.02까지의가중치를갖는 1등급부터 0.7에서 1.0까지의가중치를갖는 7등급까

지모두 7개의등급으로분류되었다.(1) 약 500여개의나머지후유장애에대한가중치

산정을위해연구참가자들은각후유증별로 7개등급에걸친분포를추정할것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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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병부담 2004 증보판에서는전세계를 17개지역으로나누어 632개질병및

부상후유증에대한 2004년의연령별그리고성별출현율을추정했다.(3) 이추정치는

7개장애등급에걸친각사례들의분포에대한추정과함께중증도등급에따른장애

출현율추정에이용되었다. 그결과중증도 6등급과 7등급(전맹, 다운증후군, 사지마

비, 중증의우울증, 활동성정신병등)으로정의되는 ‘심각한’ 장애의출현율이제시

되고있다. 또한중증도 3등급이상(협심증, 관절염, 저시력, 알콜의존등의장애와동

등한수준)으로정의되는 ‘중간정도혹은심각한’ 장애의출현율도제시되고있다.

세계질병부담의출현율추정치를단순합산할수는없다. 왜냐하면이수치는질

병의다발성이나중복이환의문제를고려하지않고계산되었기때문이다. 다시말

해, 특정개인이하나이상의질환을갖고있다면하나이상의장애등급에해당되는

것도가능하다. 후유증별장애출현율을합산할때, 복수의질환을지닐가능성을고

려해중복이환에따른수정을가하는작업이이루어져왔다.(4) 세계질병부담연구의

장애추정은 6개월이상지속되는건강상태에한정된다. 따라서골절과같이대부분

의사람들이기능상의문제를남기지않고회복되곤하는건강상태는추정치산정에

서배제된다.

세계질병부담의출현율추정치는광범위한질환의발생, 출현율, 지속기간그리고

중증도와관련하여획득가능한데이터에대한체계적평가에기반하고있지만, 종종

다른연구들에서얻을수있는일관성없고, 분절적이며부분적인데이터에의존하

기도한다. 그결과여전히실질적인데이터의누락과불확실성이존재한다. 주요질

환들의발생현황이나출현율, 건강상태등에대한인구단위의정보를개선하는일은

국내및국제적인건강통계관련기관들의가장우선적인과제로남아있다.

세계질병부담 2004의데이터를분석한결과, 2004년약 65억에달하는세계인구

중대략 2.9%는심각한장애를 15.3%는중간정도의혹은심각한장애를가진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국가와중위소득국가에서, 특히 60세이상의연령층에서중간정도

의장애가보다흔하게나타나기는하지만이는세계적으로도보편적인현상이었다.

비록노령인구의비중은고소득국가에서더높지만, 이들국가의노령인구는상대적

으로저소득국가나중위소득국가의노령인구에비해장애를갖고있는경우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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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장애는또한저소득국가와중위소득국가의아동들에게보다많이나타났다

(제2장표2.2 참조).

전세계적으로장애의주요원인을살펴보면, 성년기에시작되는청력손실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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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D.1. 연령별, 국가소득수준별, 장애의주요원인질환에따른중간정도및
심각한장애의출현(백만명)3

고소득국가(a)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 전세계 (총인구
질환(b, c) (총인구 977백만명) (총인구 5,460백만명) 6,437백만명)

0-59세 60세 이상 0-59세 60세 이상 전연령

1 청력손실(d) 7.4 18.5 54.3 43.9 124.2

2 굴절이상(e) 7.7 6.4 68.1 39.8 121.9

3 우울증 15.8 0.5 77.6 4.8 98.7

4 백내장 0.5 1.1 20.8 31.4 53.8

5 비의도적부상 2.8 1.1 35.4 5.7 45.0

6 골관절염 1.9 8.1 14.1 19.4 43.4

7 알콜의존및남용 7.3 0.4 31.0 1.8 40.5

8 안전하지못한낙태및 0.8 0.0 32.5 0.0 33.4
산모 감염으로인한불임

9 황반변성(f) 1.8 6.0 9.0 15.1 31.9

10 만성폐쇄성폐질환 3.2 4.5 10.9 8.0 26.6

11 허혈성심장병 1.0 2.2 8.1 11.9 23.2

12 조울장애 3.3 0.4 17.6 0.8 22.2

13 천식 2.9 0.5 15.1 0.9 19.4

14 정신분열증 2.2 0.4 13.1 1.0 16.7

15 녹내장 0.4 1.5 5.7 7.9 15.5

16 알츠하이머등치매 0.4 6.2 1.3 7.0 14.9

17 공황장애 1.9 0.1 11.4 0.3 13.8

18 뇌혈관장애 1.4 2.2 4.0 4.9 12.6

19 류머티스성관절염 1.3 1.7 5.9 3.0 11.9

20 약물의존및남용 3.7 0.1 8.0 0.1 11.8 

비고: a. 고소득국가는세계은행추정 2004년 1인당국민총소득(GNI)이 미화 10,066달러이상인국가임(5).
b. GBD 장애등급 3등급이상.
c. 장애와관련된질병과부상. 세계전연령출현수를기준으로내림차순으로정렬함.
d. 성년기에시작되는청력손실을포함하고감염으로인한청력손실은배제함. 보청기이용을감안해조정.
e. 현재의굴절이상을포함함. 안경 및기타교정기구이용을감안해조정..
f. 녹내장, 백내장과굴절이상을제외한기타노령에의한시력손실을포함.



절이상이가장흔한원인이다. 우울증이나알콜사용장애, 조울증이나정신분열증과

같은정신병등정신장애또한상위 20개의원인중하나로나타났다(표D.1 참조).

고소득국가와중위소득및저소득국가에서의장애양상은서로다른데, 중위소득

및저소득국가군에서더많은사람들이의도되지않은부상이나안전하지못한낙

태및산모감염으로인한불임등예방가능한원인과관련된장애를갖고있다. 이

데이터는또한개발도상국에서청력손실, 굴절이상과백내장등쉽게치료할수있

는질환에대한개입이부족함을잘보여주고있다. 청년층에서의의도되지않은부

상으로인한장애는저소득국가에서훨씬많이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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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세계건강조사분석- 건강

이분석에는총51개국가가포함되었다.

■고소득및중위고소득국가(20)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크로아티아, 체

코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말레이시

아, 모리셔스, 멕시코, 나미비아, 러시아연방, 슬로바키아공화국, 스페인, 남아프리

카공화국,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우루과이. 

■저소득및중위저소득국가군(31) : 방 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차드, 중국, 코모

로, 콩고,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그루지야, 가나, 인도, 케냐, 라오

스,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로코,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파라과이,

세네갈,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튀니지, 우크라이나,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

국가 선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처음 70개국에서 시작해, 11개 국가는 Pweight나

Psweight를구할수없어제외되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

스, 과테말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국, 북아일랜드. 8개국가는축약형

질문지를사용했기때문에제외되었다: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

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추정치는가능한경우세계건강조사의사후층화가중치를사용하여(불가능한경

우확률가중치를사용하여) 가중했고, 연령표준화했다. 장애상태모두에대하여결

과에대한T검정을실시했다.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유의미한차이는약 5%로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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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Accessibility) 

접근성이란, 특히장애인을포함한많은사람들
이, 환경, 서비스, 또는제품에접근할수있는정
도를말한다.

접근성의 기준 (Accessibility standards)

기준이란일반적인표준으로서받아들여지는어
떤질적수준을말한다. 접근성의원칙은법이나
조약으로정해질수있고, 국제적인또는국내의
법규나기준, 규약에따라자세하게명시되는데,
강제적일수도자발적으로이루어질수도있다. 

활동 (Activity)

ICF에서는, 개인의과업이나행동의실행을활동
이라고 정의한다 . 여기서 활동은 기능
(Functioning)의개인적인측면을말한다.

활동 제한 (Activity limitations)

ICF에서는, 활동을수행함에있어개인들이겪는
어려움을활동제한이라고한다. 활동제한은, (장
애와관련된) 건강상태(Health Condition)가없는
사람(비장애인)에게기대되는방법과범위로, 활
동을수행함에있어겪게되는, 질적이거나양적
인가볍거나무거운이상상태를말한다. 

긍정적 조치 (Affirmative action)

장애인의우선적채용을의미한다. 

적합 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사람들의욕구를충족시키는보조기술로서, 지
역기술, 도구및재료를사용하며, 사용자들에게
는간단하고, 효과적이고, 재정적으로도감당할
수있고, 수용가능한기술을말한다. 

사정 (Assessment)

사정이란현재하거나잠재하는(장애와관련된)
건강상태, 손상, 활동제한또는참여제한등을갖
는개인이나집단에대한, 조사, 상호작용및관
찰의과정을말한다. 사정은재활개입또는교육

지원이나사회적보호또는다른서비스들의수
급자격측정시요구된다.

보완적대체적의사소통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말이나 을보완하거나대체하는의사소통방
식을말하며, 예를들면, 얼굴표정, 상징, 그림, 몸
짓및신호등이있다.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기 기술 (Assistive

devices; also assistive technology)

개인의특정업무수행을돕도록, 고안, 제작또는
적응된모든장치이다. 이제품은특별하게생산
되며대개의경우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는것
이다. 

장벽 (Barriers)

개인의환경에있는요소로서, 장벽이있는지없
는지에따라개인의기능이제한되고장애를만
들어내기도한다. 예를들면, 접근불가능한물리
적환경, 적절한보조기술의부존재및장애에대
한부정적태도가이에해당한다. 

신체기능 (Body functions)

ICF에서는신체의생리학적인기능을말한다. 신
체는전체로서인간유기체를의미하고, 여기에
는뇌도포함된다. ICF는신체기능을, 정신기능,
감각기능과고통, 음성과언어기능, 및신경근골
격과동작에관련된기능을포함하는몇가지
역으로구분한다. 

신체구조 (Body structures)

ICF에서는장기, 팔다리및이들의신체계통에
따라분류되는구성요소들과같은, 몸의구조적
해부학적부분들을말한다. 

점자 (Braille)

시각장애인들이 쓰기를할수있는시스템이
다. 도드라진작은점들을일정한방식으로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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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것으로, 문자, 숫자및구두점등이사용된
다. 

능력 (Capacity)

ICF에서는능력이란균일하거나표준화된환경
에서측정했을때, 사람이도달할수있는기능의
최대한도의수준을의미한다. 즉, 능력은환경에
따라조절된개인의기량을의미하는것이다. 

지역사회중심재활 (CBR,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장애인들의재활, 기회의균등화, 빈곤감소및사
회통합을위한일반적지역사회개발전략이다.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장애인당사자, 그들의가
족, 단체및지역사회들의연합된노력과, 관련
정부및비정부기구의, 건강, 교육, 직업및기타
사회서비스를통해서이행된다. 

지역사회중심재활 복지사 (CBR worker,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worker)

지역사회중심재활복지사는유급고용인일수도
있고, 자원봉사자일수도있다. 그들은지역사회
중심재활프로그램내에서장애인을판별하고,
가족을지원하고, 관련서비스를연계해주는등
의일련의활동을수행하고있다. 

일차건강상태 (Condition - primary)

손상이나장애와연관될수있는개인의주된건
강상태를의미한다. 

이차건강상태 (Condition - secondary)

일차건강상태가있는 사람모두에게발생하는
것은아니지만, 일차건강상태가유발하는감염
이되기쉬운상태로부터발생하는부가적건강
상태를말한다. 그렇다고일차건강상태가있는
모든개인에게모두나타나는것은아니다.

병적인 건강상태 (Condition - co－morbid)

일차건강상태와는독립되고, 관계도없는부가
적건강상태를말한다. 

조건부 현금급여 (Conditional cash transfer)

측정가능한행동을조건으로, 수급자격을가춘
가구에대하여지급하는현금을말한다. 

상황요인 (Contextual factors)

개인의삶의전면적인상황을구성하는요인들

이다. 특히 ICF가분류하는건강상태에반하는
배경요소를말한다. 상황요인에는환경요소및
개인요소등두가지구성요소가있다.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장애인들이나다른집단들이시설보호에서벗어
나지역사회에서의생활로옮겨가는것을말한
다. 

정보격차 (Digital divide)

정보통신기술에대한접근기회및폭넓고다양
한활동을하기위한인터넷사용기회모두와
관련하여, 개인간, 가구간, 사업간, 사회경제적
수준이다른지역간에존재하는격차를말한다. 

장애 (Disability)

ICF에서는장애는손상, 활동제한참여제약을포
괄하는용어이다. 개인적요인(건강상태가있는)
과그개인의상황적요인 (환경요소및개인요
소) 간의상호작용의부정적측면을나타낸다. 

장애차별 (Disability discrimination)

장애를이유로하는, 구별, 배제또는제한을의
미한다. 이와같은구별배제제한은의도적이든
결과적이든, 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하게모
든인권과기본적자유를인정받고향유하고행
사하는것을, 저해하거나무실화하는것이다. 합
리적조정의거부또한장애차별에포함된다.

장애관리 (Disability management)

장애를갖기이전에직업활동을했던장애인들
의욕구에대처하기위해사용되는개입과사례
관리전략을의미한다. 효과적인사례관리, 슈퍼
바이저교육, 작업장적응및적절한지원이딸린
조기직장복귀가핵심요소이다. 

장애인단체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

장애인들의인권을증진시키기위해설립된단
체또는모임을의미한다. 단체나모임의대부분
의구성원들과집행부는장애인당사자들이다. 

조기 개입 (Early intervention)

문제의삶에조기개입하고, 개별적으로맞춤솔
루션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는전략을의미
한다. 그것은전형적으로문제가나타날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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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집단, 또는아직기초가튼튼하지못하고주
위가잘다져저있지도못한문제들이있는가족
에초점을맞추고있다.

통합교육 (Education - inclusive)

모든학습자들의, 기본적인학습욕구를충족시
키고삶을풍요롭게하는양질의교육을받고자
하는권리에기초한교육을의미한다. 특히취약
계층이나소외계층들에초점을맞추어, 모든개
인의모든가능성을개발하고자하는교육이다. 

특수교육 (Education - special)

다른욕구를가진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
이다. 예를들면, 성별, 인종, 빈곤, 학습곤란또는
장애등으로인한불리한상황에서오는, 다른욕
구를말한다. 이들불리한상황은같은연령의다
른아이들에비해교육에접근하거나배우는데
있어어려움이있는것을말한다. 고소득국가에
서는 재아동도이범주에속한다. 또한특수교
육은특수욕구교육및특수교육욕구로언급되기
도한다. 

무장애환경 (Enabling environments)

장벽을제거하고필요한장비들을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참여를돕는환경을의미한다. 

환경요소 (Environmental factors)

ICF내에서는상황요인의한구성요소를말한다.
사람들이살아가고생활을이어가는, 물리적환
경, 사회적환경, 자세적(姿勢的) 환경을의미한
다. 예를들어, 제품과기술, 자연환경, 지원및
상관관계, 태도, 서비스와시스템및정책도환경
적요소에포함된다. 

기회의 평등화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서비스, 활동, 정보및기록문서와같은사회와
환경의다양한시스템이모든사람, 특히장애인
에게이용가능하도록만들어지는과정을의미
한다. 

촉진요소 (Facilitators)

존재여부가기능을개선하고장애를감소시키
는, 개인의환경요소를말한다. 예를들면, 접근
가능한환경, 사용가능한보조기, 통합적태도
및법률을들수있다. 실제행동의수행은개인의
문제에도불구하고촉진요소를통해향상되므

로, 촉진요소는손상이나활동제한이참여제약
을일으키지않도록막아준다. 

노쇠한 노인 (Frail elderly)

독립적인일상생활수행을어렵게하는건강상태
의노인을말한다. (보통75세이상임)

기능 (Functioning)

ICF에서는신체기능, 신체구조, 활동및참여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개인(건강문제가 있는) 과
그개인의상황요인(환경요소와개인요소) 간의
상호작용에대한긍정적인측면을표시한다. 

세계질병부담 (Global Burden of Disease, GBD)

질병의 향을측정한것인데, 조기사망으로잃
어버린수명연수와불완전한건강상태로살아옴
으로서잃어버린연수를더하여계산한다. 장애
로조정된생존연수이다. 

건강 (Health)

개인의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사회적상태의상
호작용을통해획득된안녕감의상태를말한다. 

건강상태 (Health conditions)

ICF에서는질병(급성또는만성), 부전(不全), 부
상또는외상을이르는포괄적인용어이다. 여기
서건강상태는임신, 노령, 스트레스, 선천적기
형또는유전적소인과같은다른상황들도포함
된다. 

건강 증진 (Health promotion)

사람들로하여금건강을개선하고통제력을늘
릴수있도록하는과정이다. 

손상 (Impairment)

ICF에서는신체구조또는신체기능의 (정신기능
도포함) 상실또는비정상을의미한다. 여기서
비정상은확립된통계적표준으로부터현저한
편차를보이는것을의미한다. 

빈도 (Incidence)

특정기간중에발생하는새로운사례의수를말
한다.

통합적인 사회 (Inclusive society)

어떤장애인도한계를경험하거나제약을받지
않고자유롭게지낼수있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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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자립생활은장애인들의지역사회생활권에바탕
을둔철학이자운동이다. 그러나자기결정권, 평
등한기회및자기존중의개념이이에포함된다. 

비공식 개호 (Informal care)

가족구성원, 친구, 이웃또는자원봉사자들에의
해무보수로제공되는보조나지원을의미한다. 

비공식 경제 (Informal economy)

정부가규제하지도않고세금을부과하지도않
는경제활동으로국민총생산에도포함되지않는
사적인 역에서이루어지는경제활동이다. 

시설 (Institution)

가족과떨어져서장애인, 노인또는아동이모여
서거주하는장소이다. 그곳은그곳에있는사람
들이그들의삶과매일매일의활동에대한통제
권을완전하게행사할수없는곳이다. 시설은단
지규모에의해서만정의될수없다. 

지적 손상 (Intellectual impairment)

정신이정지되거나불완전한상태로, 지적손상
을가진사람은새로운것을이해하고학습하고
기억하는데어려움을보이며, 새로운상황에배
운것을적용하는데에도어려움을겪는다. 지적
장애, 학습장애, 학습곤란으로도알려져있으며,
이전에는정신지체또는정신장애라고도하
다. 

기능, 장애, 건강에 관한 국제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이분류는, 건강및건강과관련된상태에대한
기술방법으로통일된표준용어와틀을 제공한
다. ICF는 세계보건기구가개발한국제 분류의
계보중의일부분에해당한다. 

대책 (Measure)

ICF에의하면개인이나사회의수준에서개입하
여신체기능, 신체구조, 활동및참여를증진시킬
것을목적으로하는활동또는일련의활동을의
미한다. 

주류화 서비스 (Mainstream services)

장애유무와상관없이특정인구집단의어느구

성원이라도이용할수있는서비스를말한다. 서
비스에는, 예를들면, 대중교통서비스, 교육과훈
련서비스, 노동과고용서비스, 주거건강및소
득지원체계등이있다. 

건강 한계치 (Margin of health)

건강문제에대한취약성의정도를말한다. 예를
들면이차건강상태로발전할위험또는어린시
기에건강상태를경험할위험을들수있다. 

정신건강상태 (Mental health condition)

개인적기능의교란또는간섭에연관된, 사고,
기분, 행동상의변화로특징지워지는건강상태
를말한다. 정신질환, 정신장애, 사회심리학적인
장애로도알려져있다. 

소액금융지원 프로그램 (Microfinance

programmes)

세사업장의창업을위한소규모의자본지원
을의미하는것으로, 공식적고용의대안이된다.

새천년개발계획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새천년선언에서제시한 8개의목표로빈곤과기
아퇴치, 보편적교육, 성평등, 아동건강, 모성건
강, HIV/AIDS 퇴치, 환경의지속가능성및세계적
파트너쉽으로구성된다. 이를 2015년까지달성
하기로되어있다. 

개호의 혼합 경제 (Mixed economy of care)

하나의인구집단에대하여헬스케어를제공하
는, 상이한부문(공공부문, 민간부문, 자원봉사부
문혼합부문) 출신의다양한공급자를말한다. 

이병률(罹病率) (Morbidity)

불건강의상태를말한다. 이병률은인구중에서
아프거나질병이있는사람이차지하는수치를
말한다.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정부가참여하거나대표하지않는조직으로, 조
직구성원들이나인구집단의다른구성원들의
이익을위해일하는조직이다. 시민사회조직으
로도알려져있다. 

작업치료 (Occupa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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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통해서건강과안녕감을증진시키는것
을말한다. 작업치료의일차목적은사람들이일
상생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작
업치료사들은사람들이일상에참여하는능력을
높여주는각종동작을할수있게하거나, 참여를
지원하도록환경을개선함으로서이와같은목
적을달성한다. 

참여 (Participation)

ICF에서는개인이생활상황에관여하는것을말
한다. 이는기능에대한사회적시각을의미한다. 

수행 (Performance)

ICF 에서는개인이삶의상황에관여하는것을
포함하여, 개인이그들의현재의환경아래에서
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여기서현재의환경은
환경요인들을사용하여설명된다. 

활동보조인 (Personal assistant)

장애인들을지원하고보조하며장애인들의요구
에직접응답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 

개인요인 (Personal factors)

ICF에서는상황요인중개인과관계된요소이다.
예를들면, 나이성별, 사회적지위및인생경험
을들수있다. 

재활의학과 의사 (Physical and rehabilitation

medicine doctors)

건강상태를진단하고기능을사정한다. 또한건
강상태를치료하고기능능력을극대화할수있
도록하는의료적기술적인개입을처방한다. 물
리치료전문가로도알려져있다. 

물리요법 (Physiotherapy)

전생애에걸쳐서운동잠재력및기능능력을개
발, 유지및극대화하기위해개인에게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또한물리치료로도알
려져있다. 

출현율 (Prevalence)

특정기간과특정인구집단내에서오래되거나
새로이발생한사고, 질병또는장애사례가차지
하는비율을말한다. 

보철 및 교정 전문가 (Prosthetist-orthotist) 

신체적손상을입은사람들의기능을증진시킬

목적으로, 의지및보조기나기타이동에도움을
주는장치를제공한다. 교정치료는신체일부의
기능을지지, 강화또는증진시키도록고안된외
부장치들을이용한다. 반면, 보철은신체일부의
인공적인외부대체물을사용한다. 

심리학자 (Psychologist)

뇌질환, 정서불안, 행동장애의질병들의진단치
료전문가를의미하며, 이들은약물보다는심리
요법을사용한다. 

삶의 질 (Quality of life)

개인의목표, 기대, 기준및관심등과관련하여,
그들이살고있는문화와가치체계의맥락에서
갖게되는, 그들의지위에대한개인적인인식을
말한다. 신체적건강, 심리적상태, 독립성의정
도, 사회적관계, 개인적신념및그들에게 향
을미치는환경적요소들에대한관계등을복잡
한방법으로모두통합하는광범위한개념이다. 

할당 (Quota)

고용과관련하여할당또는유보란특정집단에
서정해진수또는일정비율의사람들을고용할
의무를말한다. 

합리적 편의 (Reasonable accommodation)

장애인들이다른사람들과마찬가지로모든인권
과기본적인자유를누리고행사하는것을보장
하기위하여, 과잉또는과도한부담을부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 특별히요구되는경우에제공
되는필요하고도적절한개선및조정을말한다.

재활 (Rehabilitation)

장애가있거나, 장애를갖게될가능성이있는사
람들이환경과상호작용하는데있어서최상의
기능을획득하고유지할수있도록돕는, 일련의
수단을말한다. 

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한개인이고용을통해얻고자하는최소한의임
금을말한다. 

위험 요인 (Risk factor)

위험요인은질병이나부상가능성증가와원인
에있어관련이있는속성이나노출을말한다. 

통합학교 (Schools - i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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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들이동급생들과함께일반수업에참
석하고가능한범위내에서커리큘럼을학습하
고, 필요에따라추가자원과지원을제공받는학
교를말한다. 

특수학급 (Schools - integrated)

장애아동을위해분리된교실과추가적인자원
이제공되는학교로, 주류학교에병치되어있는
것을말한다. 

특수학교 (Schools - special)

장애아동을위하여고도로특화된서비스를제
공하고, 광범위한교육기관과는분리되어있는
학교를말한다. 격리학교라고도한다. 

화면 읽기 소프트웨어 (Screen-reader software)

시각장애인, 문맹인또는특정학습장애를가진
사람들에게유용한보조기기의일종이다. 이것
은컴퓨터화면에나타난것들을식별해내고통
역하는데, 사용자에게문자를음성으로변환하
여표현하거나전자점자형태로출력해준다. 

보호고용 (Sheltered employment)

기업체가장애인고용을위해특별하게마련한
고용형태를말한다. 비장애인을고용할수도있
다. 

수화 통역사 (Sign language interpreter)

수화를구화로, 구화를수화로통역하도록훈련
된사람을말한다. 수화는전세계에걸쳐다양하
다. 

사회적 기업 (Social firm)

장애인이나노동시장내에서불이익을당할수
있는사람들을위한고용을창출해내기위하여
설립된사업체를의미한다. 

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빈곤계층이나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비기여
급여이다. 현금급여를대신하거나, 현금급여와
함께, 음식이나일자리가제공될수도있으며, 수
급에는조건이따를수있다.(조건부현금급여) 

사회적 보호 (Social protection)

빈곤, 실업, 고령, 장애와같은상황으로부터발
생되는박탈을줄이기위한프로그램들을말한
다.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전문적인사회복지사는개인이나집단의능력을
사회에서잘기능할수있도록회복시키거나고
양시키고, 사회가개인이나집단의욕구에적응
하도록돕는다. 

특수한 학습장애 (Specific learning disability)

듣기, 추론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대로쓰
기또는수학적계산하기등의어려움으로귀결
되는정보처리에있어서의손상을의미한다. 난
독증도한예이다. 

언어 치료 (Speech and language therapy)

효과적으로의사소통하고, 안전하고효율적으로
삼킬수있도록사람의능력을회복시키는것이
목적이다. 

지원고용 (Supported employment)

장애인이주류노동력에통합될기회를제공하
는, 지원이딸린작업배치를말한다. 

치료 (Therapy)

상실된기능의회복과보상및삶의모든 역에
서의기능퇴화의예방과지연에관련된활동과
개입을말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모든사람들이가능한한최대한으로이용할수
있고, 개조나특수화된디자인을필요로하지않
는상품, 환경, 프로그램및서비스의디자인을
말한다. 

직업재활 및 훈련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training)

적절한고용을보장, 유지및조장하기위하여,
장애인들의능력을회복또는개발시키기위해
고안된프로그램을말한다. 직업훈련, 직업상담
및직업소개를예로들수있다. 
원칙은법이나조약으로정해질수있고, 국제적
인또는국내의법규나기준, 규약에따라자세하
게명시되는데, 강제적일수도자발적으로이루
어질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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