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CBR 가이드라인』
지역사회중심 포괄개발을 위한

보건영역



이 출판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10년에 출판한 「지역사회 중심 포괄개발을 위한 CBR 가이드라인 보건영역 책자」입니다, ⓒ 세

계보건기구 2010

WHO는 번역물의 질과 신뢰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삼육대학교에 출판물의 번역권과 출판권을 양도했습니다. 영어판과 한글판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영어판 원본이 구속력이 있는 진본입니다.

끝으로 이번 번역 사업을 후원하고 협력해 주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그리고 번역에 참가한 모든 분들

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Publish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0 under the title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 guidelines. 

Health booklet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granted translation and publication right for an edition in Korean to Sahmyook 

University, which is solely responsible for the quality and faithfulness of the Korean translatio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 English and the Korean editions, the original English edition shall be the binding and 

authentic.

지역사회 중심 포괄 개발을 위한 「WHO CBR 가이드라인 보건영역 책자」 

ⓒ Sahmyook University 삼육대학교 2014

1. 재활  2. 장애인  3.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4. 보건 정책  5. 인권  6. 사회 정의 

7. 소비자 참여  8. 가이드라인

Ⅰ. 세계보건기구  Ⅱ. 유네스코  Ⅲ. 세계노동기구  Ⅳ. 세계 장애 개발 컨소시엄

역자

삼육대학교 윤재영

정립회관 박종오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정진옥

달성군장애인복지관 김두영

과천시장애인복지관 홍정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삼육대학교 안형진



CBR 가이드라인 

- 보건

목 차 

전 문

건강증진

예방

의료

재활

보조기구

1

9

19

31

43

55





전문 1

전문

차별 없이 건강할 권리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에 명시되어 있다. WHO 헌장은 “가장 적절한 건강 상태를 향

유하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사회적 차별없이 누려야 할 권리 중에 하나이다(1)”라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의 건강권

에 대해 언급한다. 제25조(건강)에서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요구하고 제20조(개인의 이동성)와 제26조(가활 및 재활) 

국가는 장애인이 건강과 관련된 재활을 포함하여 성인지적 보건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인

정하고 있다(2).

불행하게도, 근거 자료들은 장애인들이 종종 비장애인들보다 더 빈약한 수준의 건강상태를 경험하며(3), 

건강권을 누리기에 여러 가지 장벽들을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4). 

건강권은 단지 보건서비스 접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안전한 물 마시기, 적절한 위생시설과 주택 같은 주

요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것이다. 건강권은 자유와 자격(entitlements)도 포함한다. 여기에서 

자유는 실험과 연구와 같은 비의료적 처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고통스럽거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

나 모멸적인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한다. 보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은 건강 보호체계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질병의 보호, 처방 그리고 통제에 대한 권리, 필수 약품 복용에 대한 접근 그리고 보

건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를 포함한다(4).

지역사회 중심 재활(CBR)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가능한 가장 높은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5가지 

분야가 협력한다. 이는 건강증진, 예방, 의료, 재활과 보조기기이다. CBR은 모든 장애인들이 보건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건 영역과 협업하여, 장애인의 권리가 보건서비스에서 보장되도록 이를 옹호하여 즉각적이며 

지역사회 중심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통합보건(inclusive health)을 촉진한다(6). 

비록 CBR이 역사적으로 보건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건강은 교육 및 고용과 같은 많은 다른 영

역을 통해 다분야의 협력과 CBR 프로그램들을 필요로 한다(7). 보건 주제의 크기를 감안하여, 이 요소는 보

건 영역의 CBR 활동에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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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태국(Thailand)

지역사회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다

태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혁신적인 전략과 활동들을 통해 발전된 오래되고 성공적인 1차 보

건의료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러 지방에서, 1차 보건의료는 큰 중앙병원들과 연결을 맺고 지원을 

받는 1차 진료기관이라고 부르는 위성기관들과의 네트워크에 기초한다. 2006년에 이 병원들 중 하

나인 시촌(Sichon) 병원은 1차 진료기관의 네트워크에 CBR을 도입했다. 타힌(Tha-Hin) 1차 진료

기관은 이 네트워크 소속이고 지방에 있으며 주치의, 약사, 간호사, 직원들을 포함한 개별 보건팀이

다. CBR이 도입되기 전 이 팀은 주로 일반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을 했다. 그러나 CBR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 이 보건팀은 장애인들을 인식하고 그들의 특별한 보건의료 욕구를 해결하는 책임을 지

게 되었다. 

CBR의 주요 초점은 장애인들에게 “집으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가정보

건 의료제도들이 제정되었으며(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것이다). 또한, 시촌 병원과 직접 결연되

어 있다. 가정 방문자들은 타힌팀과 장애인들이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원거리 치료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시촌 병원의 물리치료사를 통해 정기진료를 받았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가정기반 재

활을 위해서도 설립되었다. 지역의 자원봉사자들과 가족들은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기술훈련과 

같은 기초 재활훈련을 시켰고, 장애아동들을 위한 통합교육을 장려하였다. 이 다학제적 접근은 장

애인들에게 그들의 지역사회 안에서 보건의료와 재활서비스뿐만 아니라 시촌 병원에서도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008년 평가에서 CBR 프로그램은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장애 초기진단과 초기개입, 건강증

진, 기능훈련과 보조기기의 지원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장애인들과 가족에게 효

과적으로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은 모든 장애인

들에게 자립과 이동성, 의사소통 기술들을 향상시켰다. 장애아동 부모들 또한 더 좋은 지원을 제공

했다. 모든 관련자들(시촌 병원, 1차 관리기관과 지역사회)의 좋은 

관계 구축, 지역의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동원으로 지역

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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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달성한다.

CBR의 역할

CBR의 역할은 장애인들과 가족들의 건강증진, 예방, 의료, 재활과 보조기구 문제를 해결하여 욕구를 해

결하기 위해 보건 영역과 협력하는 것이다.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모든 보건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장애인 개

인들과 가족들과 협력하고, 모든 보건 문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영역과 협력한다.

기대성과

•   장애인들과 가족들은 그들의 건강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고 좋은 건강 확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참

여자들이 된다.

•   보건 분야는 장애인들도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와 성별과 같은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   장애인들과 가족들은 되도록이면 그들의 지역사회와 가깝고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의료와 재활서비스

를 받는다.

•   보건과 재활의 개입으로 장애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한다.

•   장애인들이 건강이 좋아지도록 교육, 생계유지와 사회영역을 포함한 모든 개발 분야에서 협력이 증진된다.

핵심 개념

건강

건강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건강은 질병이 있거나 허약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된다. 하지만, WHO의 정의는 더 폭넓은 개

념이다. 그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이다(1). 건강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이끌 수 있게 하고 일하고 배우고 가족과 지역

사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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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 인도(India)

건강요소

사람들의 건강상태는 개인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소들의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다. 1. 다음과 같은 요

소들은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8).

•   유전 - 수명, 건강과 발병 가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이어받는 요소

•   개인행동과 생활방식 - 식습관, 활동, 흡연, 음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 

등을 말한다.

•   수입과 사회적 지위 - 빈부격차로 인한 건강상태 차이가 있다.

•   고용 및 노동 환경 -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며 근로 조건을 통제할 수 있으면 더욱 그러하다.

•   교육 - 교육수준이 낮으면 건강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자신감이 낮다.

•   사회적 지지 관계 - 가족, 친구와 지역사회로부터 지지가 크면 더 건강하다.

•   문화 - 가족과 지역사회의 풍습, 전통과 종교는 모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   성 - 남녀는 여러 연령대에 다양한 질병들에 걸린다.

크루시다

크루시다(Khurshida)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주 바라반키(Barabanki)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시�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센스인터네셔널(Sense International) 인도 지부의 훈련

을 받은 CBR 직원인 사타하마(Satyabhama)가 크루시다를 만났을 때 그녀는 10살이었고, 그녀의 지

역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가정의 어두운 구석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욕구를 그녀의 어머니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대화를 할 수 없었다. 사타하마는 크루시다에게 일

상생활과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했다. 크루시다는 그녀의 가족들과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

김으로써 더 이상 혼자 놔두지 밀라는 의사를 표현했다. 마침내, 사타마하는 크루시다 손을 잡고 집 

밖으로 첫 발걸음을 떼도록 했다. 그녀는 새 소리를 듣거나 해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녀의 얼굴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좋아한다고 표현할 것이다. CBR 프로그램은 크루시다의 가족이 서비스를 폭

넓게 받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크루시다의 어머니가 

앓고 있는 폐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도와줬다. 사타하마는 크루시다를 도우면서 지금 수화를 가

르친다. 이것은 크루시가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긴 여행이 될 것이지만, CBR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크

루시다와 그녀의 가족들은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로 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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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환경 - 안전한 물과 깨끗한 공기, 건강한 직장, 안전한 집, 지역사회 그리고 길 모두는 좋은 건강

에 기여한다.

•   보건서비스 -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들 중에 몇 가지 요소들은 사람들이 건강한 행동이나 건강하지 않는 행동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처럼 통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유전과 같은 다른 요소들은 통제될 수 없다.

장애와 건강

“모두를 위한 건강”이라는 세계적인 건강 목표는 1978년 알마아타 1차 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컨퍼런스에서 WHO에 의해 설정되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사회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장애인을 포함하여 많은 집단들은 여전히 다른 이들에 비해 열악한 건강상태

를 경험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좋은 건강의 수준이 좋아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양한 생활 속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다른 계층처럼 장애인들도 건강증진, 예방서비스와 의료와 같

은 일반적인 보건의료 욕구로 1차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   모든 장애인들이 손상과 관련하여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정기

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평생에 거쳐 혹은 일정시기에 재활을 포함한 특정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

로 한다. 

보건의료

보건의료 제공

각국의 보건의료는 보건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보건시스템은 건강증진, 회복 혹은 유지가 일차적인 목표

인 모든 조직, 기구, 자원 그리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체계의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대부

분의 보건의료는 공공 영역, 사적 영역, 전통 영역, 비공식적인 영역을 통해 제공된다(9).

2008년 세계건강보고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1차 보건의료를 강조한다(10). 1차 보건의료는 모

든 개인과 가족들이 감당할 만한 비용으로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필수적인 보건의료이다. 

이는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제일 먼저 접하는 국가보건시스템으로써 보건의료가 사람들이 생활하

고 일하는 곳에 가능한 근접하도록 만든다(11).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장벽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열악한 건강은 반드시 장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다. 대신에 이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12). 저소득 국가들의 장애인들이 재활과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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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비스를 누릴 확률은 낮다고 평가된다(5).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보건의료서비스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   부재하거나 적절치 않은 정책과 법률 - 정책과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책과 법률이 실행되지 않

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장애인 보건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어 차별받거나 방해받을 수도 있다. 

•   경제적 장애 - 사정, 치료와 처방과 같은 보건개입은 보건관리비를 내기에 수입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소개 책자”의 가난과 장애를 보라).

•   물리적·지리적 장벽 - 시골(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의 제한된 보건의료 자원과 대도시의 서비스에 

도달하기에는 요원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진 교통수단과 접근

이 불가능한 건물 및 의료 장비는 가장 일반적인 장벽의 예들이다.

•   보건 담당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지적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쓰여진 그림 형식의 의료정보가 

필요하나 이들 정보는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   보건 담당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빈약함 - 보건 담당자들은 부적절한 태도를 가질 수 있

고, 편견을 가지거나, 둔감할 수도 있고, 종종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 이슈들을 관리하는 지식, 이해와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다.

•   일반적인 보건의료와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지식과 태도가 빈약함 - 장애인들은 보건서비스 이용

을 꺼려할 수도 있다. 많은 장애인들은 그들의 권리와 건강 이슈들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서비스들에 

대한 지식도 한계가 있다.

어떤 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차별과 배제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예컨대, 장애유

형, 연령, 성별과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이중 또는 다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CBR 프로그램들은 장애여성들, 장애아동들,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지적장애와 

HIV/ADIS가 있는 사람들,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 나병, 선천성 색소 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을 특히 신경

을 써야 한다(“추가 책자”를 보라). 

통합적 건강(Inclusive health)

폭넓게 인정받은 통합교육 개념은 교육시스템에서 세계적으로 점점 많이 실행된다. 통합교육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 지역사회 학교나 센터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교육을 말한다(14)(“교육 영역”을 보

라). 이와 비슷하게, 여기에서의 통합적 건강의 개념은 CBR 프로그램들이 보장하는 건강시스템을 통해 증진

되고 그들의 정책, 기획과 서비스 전달에 장애인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는 1차 보건의료의 “모두를 

위한 건강” 개념에 기초한다. 보건의료는 “완전한 참여를 통해 그 지역사회와 국가가 감당할 만한 비용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개인과 가족들에게 접근 가능해야”만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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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

통합적 건강은 모든 사람들이 장애, 성별, 연령, 피부색, 인

종, 종교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차별받지 않기 위해 모든 

환경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 장애인 당사자 

조직은 보건의료 및 재활 서비스의 기획과 강화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CBR과 보건 부문

CBR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에서 1차 보건의료와의 협력과 장애인과 보건의료시스템과의 많은 연계를 통

해 장애인들이 보건의료에 접근 할 수 있게 한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과 같은 많은 국가들

에서는 CBR 프로그램들이 1차 보건의료 체계들을 통해 수립되고 보건부를 통해 운영되는 보건의료시스템

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다른 국가들에서 CBR 프로그램들은 비정부기구(NGO)나 사회복지부와 같은 정부 

부처들을 통해 운영되고,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건의료와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1차 보건의료와의 연계점을 갖춰야 한다.

파키스칸(Pakistan)

장벽을 허무는 용기

무하마드 아크람(Muhammad Akram)은 파키스탄의 시디 지방 출신이다. 그는 10대 때 질병으로 

청각장애가 되었다. 다음은 의사가 그의 가족을 방문한 일화이다. “내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그들이 대

화하는 것을 항상 못 알아들었다. 내가 의사에게 물어보면 가족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가족들은 항상 “걱정하지 마, 특별한 게 없어”라고 하거나 “우리가 좀 있다

가 말해 줄게”라고 하며,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알약을 복용했다. 아

무도 수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무도 펜이나 종이로 의사소통할 시간이나 의지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

자, 나는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을 매우 의지했다. CBR 프로그램을 접한 후, 나는 서서

히 자신감을 가졌고, 내 자신에게 용기가 생겼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의사에게 가는 것을 거절하기 시

작했다. 내가 자필로 의사와 직접 소통했다. 어떤 의사들은 내게 누군가와 함께 오라고 하기도 하지만, 

나는 항상 그들에게 나는 성인이라고 말한다. 나는 자신감을 가졌고 전문 의료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

한 관심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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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CBR 프로그램들은 장애인들의 수많은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측면들을 인식하고 지원하고 옹호한다. 이것

은 다음과 같다.

건강증진

건강증진은 건강과 그것의 요소들에 대한 통제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전략과 개입

은 개인들의 기술을 강화하고 그들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도록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상황을 변화시

킨다.

예방

예방은 건강증진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질병, 장애, 손상과 같은 건강상태에 대한 예방은 1차 예방(회

피), 2차 예방(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그리고 3차 예방(재활) 수단이다. 이 요소의 중심은 주로 1차 예방이다.

의료

의료는 개인에 대한 치료나 영향의 제한을 목적으로 건강상태와 이의 결과로 인한 손상을 조기에 진단하

고, 사정하고 처치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는 1차, 2차, 3차 보건기관애서 수행할 수 있다.

재활

재활은 선천성 및 후천성 장애인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장애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상의 기능을 달성하

거나 유지하도록 해주는 일단의 수단을 말한다. 

재활서비스는 기초부터 전문화된 것까지 병원, 가정, 지역사회와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된다. 재활은 

자주 보건 영역에서 시작되고 모든 영역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보조기구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고, 만들어지거나 적용시키는 장치를 보조기구라고 

한다. 많은 장애인들은 한 개 이상의 보조기구를 활용한다. 일반적인 보조기구는 목발, 휠체어와 같은 이동

보조기구, 인공 의족과 같은 의지, 손 스플린트와 같은 보조기, 안경이나 흰 지팡이 같은 시각보조기구, 청력

에 도움을 주는 보청기 등이다. 보조기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교육, 수리와 교체 그리

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환경적인 적응 등과 같은 제공 측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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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오타와 건강증진헌장(1986)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건강을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과정을 건강증진이라고 

한다(16).

건강증진은 건강행동과 생활방식, 수입, 사회적 지위, 교육, 고용과 근무환경 그리고 적절한 보건서비스와 

물리적인 환경에 접근과 같은 수정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17). 건강증진은 비싼 

약이나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가장 기초적인 수준인 사회적 개입으로 건강 캠페인

과 같은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 투자를 필요로 한다(18).

장애인의 건강 잠재성은 아예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건강증진 활동에서 배제되곤 한다. 이

로 인하여 건강증진 활동이 장애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법과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CBR 프로그램이 제안되는 것이다. 건강증진은 폭넓은 범위의 건강요소를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보건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관여한다.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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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 케냐(Kenya)

낙인과 편견을 극복하다

일부 아프리카 문화에서 선천성 색소 결핍증은 산모가 임신 동안 “성 관계”를 가져서 생기는 결과

라고 믿었다. 선천성 색소 결핍증의 아이는 부도덕하다고 받아들여져서 가족과 아이 모두는 지역사

회에서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다. 선천성 색소 결핍증 아이는 숨겨진 채로 그들의 건강권을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를 거부당했다.

크웰 지방 안과센터(Kwale District Eye Centre (KEDC))에는 선천성 색소 결핍증 아이들이 그

들의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 환경에서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CBR 프로그램이 있

다. 이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기준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CBR 프로그램은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과 개입을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과 지도자들, 마을 건강위원회, 학교 교사들과 여성 단체들이 선천성 색소 결

핍증에 걸린 사람에 대한 인식, 태도와 치료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예를 들어, 태양에 대한 피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KDEC는 선크림과 긴 셔츠 및 바지와 같은 보호 의류의 활용이 중

요함을 교육한다.

•   지역 호텔들이 손님들에게 자외선 차단제와 떠나기 전에 원치 않는 옷을 기부하는 것을 장려

하기 위해 파트너 관계를 맺는다. 선천성 색소 결핍증 사람들 중에 시력검사를 통해서 필요한 

안경과 저시력 보조기구를 제공한다.

이 CBR 프로그램의 성공은 보건 영

역과 교육 영역과 연관된 KDEC와의 

강력한 관계 구축 때문이다. 현재, 선

천성 색소 결핍증 아이들은 일반 학교

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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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건강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건강의 수준을 높이거나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CBR의 역할

CBR의 역할은 지방, 지역, 국가 차원의 보건복지부나 지방정부 당국 등의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장애

인들과 가족들의 접근과 통합을 보장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찾는 것이다. 또 다른 역할은 장애인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건강유지의 중요성을 알도록 하고 건강증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기대성과

•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지역사회 일반주민으로서 건강증진의 메시지를 같이 받게 된다.

•   건강증진 자료들과 프로그램들은 장애인들과 가족들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거나 적

용된다.

•   장애인들과 가족들은 자신들의 건강이 좋아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지원을 한다.

•   보건담당자들은 장애인들의 일반적이고 특별한 건강욕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증진 관련 활동을 

통해 건강욕구에 부응한다.

•   지역사회는 장애인들이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   CBR 프로그램은 좋은 건강을 가치 있게 보고 자신들의 직원들을 위해 직장에서 건강증진 활동을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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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장애인을 위한 건강증진

건강증진은 자주 건강예방 전략으로 보인다. 장애가 건강약화의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은 장애인

들과 종종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19). 예컨대, 척수 손상의 결과로서 하반신 마비를 가진 장애인은 손

상을 통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위한 좋은 후보자로 여기지 않는다.

많은 장애인들은 건강증진에 있어 비장애인들만큼, 또는 더 많은 필요성을 가진다(3). 장애인들은 비장애

인들만큼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강문제(질병

과 관련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도 있을 수 있다(20). 장애인들과 가족들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방

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건강증진에 대한 장벽

장애인들은 건강을 개선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많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보다 자주 건강이 더 

허약하다. 앞의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장벽”을 보라). 이 장벽들을 해결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건강증진 

활동을 더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들을 위한 건강증진

많은 장애인들은 특히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필요로 한다. 가족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및 정서적으

로 병드는 것, 다른 형제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빼기는 것, 사회생활에 지장

을 받는 것 그리고 낙인화되는 것 등과 같이 장애인을 돌보는 일과 관련하여 숱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21). 

그래서 가족의 건강유지는 꼭 필요하다(“사회 영역”의 활동보조를 보라).

건강증진 활동

건강증진을 위한 오타와 헌장은 건강증진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5가지 영역을 제시

하고 있다(16).

1. 공공 보건정책 수립

법과 규칙 제정은 보다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 보다 건강한 공공 서비스 그리고 보다 깨끗하고 즐거운 

환경 조성에 의해 지역사회의 건강을 보호하는 모든 영역들을 관통한다.

2. 건강에 우호적인 환경조성

안전하고 흥미롭고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삶과 근무 조건을 보장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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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강화

이런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하는 지역사회 접근 방식은 환경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측면이 강

하다. 지역사회의 임파워링이 더 좋은 건강을 달성하는 전략을 수립,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우선시된다. 

4. 개별적인 기술 개발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을 통제 할 수 있도록 정보와 건강 교육을 제공하고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더 좋

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기술을 개발한다. 

5. 보건서비스의 방향 재설정

보건 분야는 임상적·치료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 이상으로 점점 건강증진 쪽으로 가야 한다.

건강증진 전략들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 아동, 성인, 노인 등의 인구집단

• 흡연, 육체적 무기력, 좋지 않은 식습관, 안전하지 않은 성 관계 등의 위험요소들

• 당뇨병, 에이즈(HIV/ADIS), 심장질환, 구강위생 등의 건강이나 질병 우선

• 지역사회 센터, 진료소, 병원, 학교, 직장 등의 환경

개인들은 그들만의 건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건강증진에 있어서 참여방법

은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더 많이 통제하는 만큼 중요하다. 건강 의제들은 그들을 위해서 일

을 하기 보다는 함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제안 활동

건강증진 활동은 우선적으로 지역 의제들에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제시된 활동은 일반적인 의견만 

있다. CBR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쪽으로 활동하는 지역사회 주민

들과 단체들과 접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 캠페인

건강증진 캠페인은 개인·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정보를 줄 수 있고 행동변화를 장려하고 동

기를 부여한다. CBR 프로그램들은 다음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종교나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건강증진 캠페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애인들이 이 캠페

인에 적극적으로 대상화하고 포함한다.

•   건강증진 캠페인과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에 대한 장애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를 높

인다.

•   주민이 볼 수 있는 포스터나 게시판 등에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강 증진 캠패인을 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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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공공연설서비스에 자막과 수화 해설 등 장애인들을 위한 적절한 편의제공을 건

강증진 캠페인에 보장한다.

•   지역사회 대변인,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지역사회 안에 있는 자원들

을 확인하고 매체들이 장애인 건강 의제를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이 모든 

보도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   지역의 건강증진 캠페인 개발지원은 현재의 캠페인들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장애 관련 의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강화한다.

건강정보와 교육은 장애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건강 유지와 개선에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쌓을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질병 위험요소들, 좋은 위생과 건강한 음식 선택, 신체 활동의 중요성과 개인이나 소모임 연계

를 통한 다른 보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CBR 직원들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장애인들과 가족들의 집을 방문하여 건강 생활을 유지하는 실천 제안을 한다.

•   건강증진 자료(소책자, 팸플릿 등)를 수집하고 장애인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나눠준다.

•   지적장애인들은 간단하고 쉬운 기초적인 언어와 관련된 사진들이 필요한 것처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자료들을 제작하거나 개발한다.

•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지역 건강증진 프로그

램과 서비스를 알려준다. 

•   일반 지역사회가 대상으로 하지 않은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개

발한다.

•   게임, 역할극, 설명, 토론, 이야기, 문제 해결 등과 같은 학습과 이해를 강화하며 폭넓게 가르치는 방법

과 교재 활용을 보장한다.

•   장애인과 가족들이 보건의료 제공기관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건강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확신

에 차고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

•   보건 영역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건강증진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

자조집단과 연계를 한다.

자조집단은 일부 사람들이 공통된 경험, 상황이나 서로의 문제들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임파워먼트 

영역의 자조집단”을 보라). 어떤 사람들은 보건활동가들한테 조언을 받는 것보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더 유용하다(22). 자조집단은 이런 요소 때문에 언급되는데, 그들은 장애인들

과 가족들의 더 좋은 건강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CBR 프로그램들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척수장애인, 나병인, 에이즈(HIV/AIDS)인이나 뇌성마비 장애아동 부모들 등 특수한 욕구를 만족시키



15건강증진

기 위해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자조집단과 연결한다.

•   적당한 자조집단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장애인들이 다함께 모여서 자조집단을 만

들도록 한다. (작은 마을에서는 자조집단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1:1 동료지원이 더 적절할 수 

있다). 

•   자조집단이 건강캠프, 세계 건강의 날, 세계 지적장애인의 날과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 관람 등의 지역

사회에서 건강증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도록 한다.

보건의료 제공자 교육

보건의료 제공자들은 보건의료 정보의 원천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의 건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장애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있고 그들의 모든 건강 증진 활동에 장애인들을 포함시키도록 제공자들과 협력

한다.

제안된 CBR 프로그램 

•   전통적인 보건관리자들(1차 보건의료 활동가)은 장애와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정

보를 제공한다.

•   보건관리자들이 장애인들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학습을 촉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설명을 한다.

콜롬비아(Colombia)BOX 5

자조집단을 통해 건강을 관리한다

콜럼비아의 피에데퀘스타(Piedecuesta)에서 척수장애인들은 CBR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조집단을 

만들었다. 병원으로부터 그들이 치료받았던 자기관리, 궤양 예방과 비뇨기 문제에 관한 건강정보가 불

충분하다고 느꼈다. 모임 회원들의 경험은 최근에 척수손

상을 입은 사람들의 잔존능력과 보조기구 다루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서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CBR 프로그

램들은 모임 회원들이 그런 의심에 명확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문가들과 상호 연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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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건강 메시지가 이해되도록 간단한 개입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보건 전문가들에게 보여준다.  

•   보건전문가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정보와 프로그램을 계획과 개발할 때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활

용하도록 장려한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CBR 프로그램들은 우호적인 물리적·사회적 환경조성뿐만 아니라 적정한 건강을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센터, 병원, 학교, 작업장 및 레크리에이션 기관들의 이해관련자들과 협력할 수 있다.

•   건강한 생활방식과 특별한 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 환경을 보장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물리적

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도시, 사회, 보건기획자들과 장애인들 사이의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여 물리적 및 건축상의 이용을 확보

하고 개선할 수 있다.

•   지역 스포츠 기관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휠체어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

과 같이, 장애인들이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   대중교통 문제는 장애인들을 격리시키고 외롭게 하고 사회적 배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하

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한다.

•   보건 영역과 지역사회안에 있는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편견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해결한다.

•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가 되는 건강 의제들을 해결할 춤, 드라마, 노래, 영화와 인형극 등의 문화행사를 

한다. 

아프리카(Africa)BOX 6

지도자 훈련

CBR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이나 에이즈(HIV/AIDS) 보균자에게 적절한 교육 자료와 수단을 개

발하고 특별한 욕구를 가진 집단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 

조직들과 협력할 수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시각장애인 연합은 시각장애인이 HIV/AIDS교육에 통

합되고 참여할 수 있는 HIV/AIDS에 관한 매뉴얼인 “지도자 훈련”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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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증진 단체가 된다.

직장에서 건강증진은 직원 사기, 기술과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CBR 프로그램들은 직원 건

강증진에 초점을 맞춰 다음을 한다.

•   하는 일에 관계없이, 직원들에게 건강 개선 및 유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한다.

•   금연 환경, 건강한 식사,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 합리적인 근무시간, 안전한 교통시설 등의 안전하고 건

강한 환경을 제공한다.

•   차별, 편견, 낙인과 혐오뿐만 아니라 담배, 약물과 알코올 사용에 대항하는 정책 등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과 실천을 기관내에서 개발한다. 

•   직원들이 그들의 지역사회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건강행동에 적용할 좋은 사례들을 만드는 것을 장

려한다.

BOX 7 이집트(Egypt)

건강한 생활방식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Alexandia)에서 CBR 프로그램은 매년 장애아동,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여름캠프를 한다. 이것은 다함께 여가활동을 보내고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더 많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놀고 즐기는 것

을 강조한다. CBR 프로그램은 지역의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부모 단

체들과 장애인 당사자 조직들과도 협력하여 시 체육관에서 매년 대

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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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보건의로에 있어서 예방의 중요성은 건강상태에서 발병을 막는 것이다(1차 예방). 하지만, 예방은 건강상태

의 진행을 막는 초기진단과 치료도 포함하고(2차 예방), 그리고 현재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

는 것이다(3차 예방). 이 요소는 주로 1차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 예방은 1차 보건의료, 산전 및 산후 관리, 영양 교육,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캠페인, 풍토병을 통제하

기 위한 대책, 안전규칙,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고예방 프로그램, 직장에서 산업재해와 질병예방 적용, 환경오

염과 무력충돌에 관련된 장애예방을 포함한다(23).

더 좋은 1차 예방과 건강증진 활용을 통해 세계 질병 부담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분석된다(10).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보통 장애인의 보건의료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장애인의 보건의료는 보통 전문적인 의료와 재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애

인들은 다른 건강상태와 그들의 

1차 건강상태로부터의 결과물인 

2차적 상태의 위험에도 처해 있

다(24).

건강증진과 같은 예방은 다양

한 영역들의 관여를 필요로 한다. 

보건 영역 내에서 1차 보건의료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CBR 

프로그램들이 거의 1차 보건의료 

프로그램과 연관되어서 장애인 

예방 보건의료를 증진하고 지원

하는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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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8 인도(India)

존엄성 있게 사는 삶

인도 카르나타카(Karnataka)의 가장 가난한 지방 중에 하나인 차마라즈나그르(Chamar 

ajnagar)는 삶의 질이 매우 빈약하다. 특히 장애인들이 그러하다. 반면에, 인도 비정부기구인 

모빌리티 인디아((Mobility India(MI))는 영국장애개발파트너(Disability and Development 

Partners(DDPD))의 지원으로 CBR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파트너들을 개발하여 많은 지역사회 주

민들이 기초 위생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이용하는데, 이것은 장애인들, 특히 여성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인도 정부는 가족들에게 화장실을 짓는 비용을 주고, 모빌리티 인디아는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차마라즈나그르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짓도록 지원한다. 현존하는 지역사회 기반 네트워크와 자

조집단(SHG)은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MI는 건강문제 예방에 있어서 위생시설의 적절

한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리 연극과 벽화를 그린다. 사람들이 관심과 동기를 가졌기 때문에, MI

는 기초 위생시설을 늘리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화장실 1개를 짓는 비용은 150$인데, 인도 정부는 각 가족에게 보조금을 주었지만, 나머지 금액

을 모으는 것은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MIBLOU, 스위스와 지역의 재정지원으로, MI

는 이용 가능하고 좋은 화장실 50개를 지을 수 있었다. 자조집단(SHG) 회원들은 화장실이 가장 필

요로 하는 가난한 장애인 50가구를 선정하길 부탁받았다. 그들은 적당히 사용할 기금을 확보하여 

가족들과 함께 화장실 짓는 것도 구상했다.

많은 장애인들은 더 이상 화장실 때문에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그들은 독립심을 가졌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빈약한 시설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위험이 눈

에 띄게 감소되었다. MI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면서, 인도 정부는 보조금

을 늘렸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즉시 

기금을 풀라고 지시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이 프로젝트의 이익을 

보고, 점점 지역 차원의 프로젝트를 

늘렸다. 차마라즈나그르는 곧 그들의 

집이나 집 주변에 화장실이 있는 지

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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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들은 그들의 손상에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는 건강상태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적고, 이것은 그들의 

기능,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주고, 가족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은 장애 손상과 관련된 건강상태를 개

선시킬 가능성이 적다.

CBR의 역할

CBR의 역할은 지역사회와 관련 개발 분야들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보

장하는 것이다. CBR 프로그램들은 장애인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적인 건강상

태나 2차적인 상태 악화(합병증)를 예방하는 증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기대성과

•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건강 예방을 목적으로 건강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한다.

•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건강한 행동들과 생활방식을 취하고 유지하여 건강문제 발생위험을 줄인다.

•   면역조치 프로그램과 추가적 건강악화나 손상이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것 등 1차 예방활동에 장애인

들이 통합되고 참여한다.

•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은 건강상태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손상이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면역조치 프

로그램 등 1차 예방활동에 참여한다.

•   CBR 프로그램들은 교육, 건강문제 해결,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제공 등의 보건 영역와 다른 영역들과 

협력한다.

핵심 개념

건강 위험

위험요소들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손상, 질병과 병의 가능성을 결정한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을 통해 많은 건강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 일부 위험요소로는 살이 빠지고, 안전하지 않은 성 생활, 고혈

압, 담배 소비, 알코올 소비, 안전하지 않은 물, 위생시설, 철분 부족과 실내흡연 유해 연기 등이다(25).

예방활동은 개인들과 지역사회 건강 위험을 낮춘다. 반면에, 가족력 등의 일부 위험요소들과 생활방식, 바

뀔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 건강상태 유지와 개선 등 요소들은 사람의 통제 밖이다. 이 건강분야는 이 

요소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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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 3단계

예방활동은 3단계 중에 하나일 수 있다.

1차 예방 - “예방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는 문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1차 예방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 1차 예방은 회피에 관한 것이고 발병을 예방하는 개입에 이용한다(17). 이런 개입들은 건강행동 변

화, 면역조치, 영양 등과 안전한 물 공급과 위생시설, 좋은 생활과 근무 환경을 주로 목적으로 한다. 1차 예방

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에게 똑같이 중요하며, 이 요소의 주요 초점이다.

2차 예방은 건강상태에 대한 초기 진단과 초기 치료이며, 그들의 충격을 치유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목적

이다. 초기 진단의 예는 유방암을 진단하는 유방암 검사용 X선 촬영과 백내장 검사용 시력 검사이고 초기 

치료의 예는 시각장애를 예방하는 항생물질 트리코마(과립성 결막염) 처방, 나병 진전을 예방하는 다중 면

역조치약 처방과 골절 치료, 기형 예방이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2차 예방 전략은 의료요소이다.

3차 예방은 이미 있는 건강상태와 손상의 충격을 제한하거나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활서비스와 

활동의 제한 예방과 자립, 참여와 통합 증진도 포함한다. 3차 예방 전략은 재활과 보조기구 요소이다

<그림1> 예방의 3단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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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예방은 무슨 의미인가?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장애인들도 면역조치 등의 일반적인 보건의료를 필요로 하는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

다. 하지만, 그들은 지역사회의 건강 위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가난한 장애인들은 최소한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이 빈약한 시설들은 그들을 비위

생시설에 둘 수 있고, 그들을 빈약한 건강 위험에 처하게 된다(26).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시설 개선이 

장애인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BOX 9 인도(India)

아니타는 자신만만하다

아니타(Anita)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라이가드(Maharashtra, Raigad) 지구의 구릉지에 자리 

잡고 칸달(Khandale) 마을에 살고 있는 50살의 여성이다. 어느 날, 아니타는 오른쪽 다리에 작은 상

처를 입었다. 그녀는 빠르게 통증이 생기고 며칠 후 검게 변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를 15㎞ 떨어진 

아리바우그(Alibaug)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그 병원에서는 100㎞ 떨어진 뭄베이(Mumbai) 전문병원

으로 가라고 조언했다. 뭄베이 보건관계자는 즉시 당뇨병으로 진단했고 아니타의 오른쪽 다리를 병균

이 전염된 무릎 아래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다. 즉시 수술은 하였으나, 아니타의 가족들은 그 도시에 

머무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을로 다시 돌아갔다. 아니타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은 그녀를 다시 돌봐야 했다.

그 마을 보건담당자는 아니타와 그녀의 가족에게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보건서비스를 제

공하는 CBR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 주었다. 아니타는 그녀의 마을 근처에 보건소 CBR 프로그램을 방

문했다. 그는 잘린 팔다리가 적절한 치료가 되었는지 검사받았고 그녀의 왼쪽 다리와 발이 초기에 감

각과 순환이 되는지를 검사받았다. 아니타는 당뇨병에 대해 배웠고 치료, 규칙적인 운동과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그녀는 향후 절단될 왼쪽 무릎을 보호하는 적절한 발 관리에 대해서도 배

웠다. 아니타는 목발을 받았고 목발 짚는 방법을 배웠다.

보건전문가팀은 그 후에 보건소에 방문했고 아니타에게 의족과 왼쪽 발을 상처로부터 보호할 좋은 

구두를 맞췄다. 그녀는 훈련을 받았고 의족을 차고 잘 걸을 수 있었고, CBR 직원은 그녀의 오두막 밖

에 평행봉을 만들어서 그녀는 집에서 의족을 차고 걸을 수 있었다. 점차적으로 아니타의 자신감은 높

아갔다. 그녀는 의족을 하고 혼자 걸을 수 있었고 가사일과 자신의 일을 다시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치료를 계속하고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다. 아니타는 CBR 프로그램 덕분에 

삶의 질이 좋아졌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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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들의 1차 건강상황과 관련된 건강문제들이나 합병증 등 장애인들도 2차 건강 위험에도 처한다. 여기

에는 욕창, 요로감염증, 관절 구축, 통증, 비만, 골다공증과 우울을 포함한다. 이 2차적인 상황들은 초기 개

입으로 해결될 수 있고, 그들 중에 많은 것들은 완전히 예방될 수 있다. 예컨대, 양 하지마비는 좋은 피부관

리로 욕창을 예방할 수 있고, 훌륭한 방광관리로 요로감염증을 예방한다. 

비장애인들에게 예방은 무슨 의미인가?

예방은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것처럼 비장애인들에게도 중요하다. 손상과 장애와 연관되는 많은 건강 상황

들은 예방될 수 있다. 성인 시각장애인들의 80%는 예방 가능하고 치료 가능하며, 백내장과 녹내장 등 전체 

시각장애 아동들의 절반은 초기 치료와 출생 시 기형을 치료함으로서 예방할 수 있다(27). 장애, 예방, 관리

와 재활에 대한 해법 주제의 58회 세계보건회의(WHA58.23)(28)는 회원 국가들이 장애에 대한 의제 공감대

를 확산하고 모든 영역들이 장애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민감성은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계획할 때에 건강과 장애와 연관된 손상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요구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많은 장애인들은 현재 장애인을 막으려는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애와 관련된 건강 상황을 줄이려는 예방과 장애인으로서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 사이에 분쟁이 될 것이다(29).

제안 활동

예방이 거의 건강증진과 의료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3가지 요소에서 언급된 제안 활동이 겹친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며, 3가지 모두를 함께 읽는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주요 초점은 1차 예방활동

이다. 폭력과 에이즈(HIV)는 사회적 요소로 해결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고 CBR 추가책자가 에이즈(HIV/

BOX 10 베트남(Viet Nam)

집안 환경을 접근 가능하게 하다

베트남 호치민 재활병원은 국제장애인지원으로 척수손상 부서를 만들었다. 이 부서에서 일하는 

CBR 직원들은 퇴원한 환자들의 이후를 책임을 지고 2차 상황을 예방하고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그

들의 가정환경을 확보한다. CBR 직원은 모든 환자들의 이후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지만, 제한된 인적 

자원들과 범위가 크기 때문에 25%만 돌보고 큰 수요들은 종종 놓쳤다. 의료와 CBR 직원은 환자들

을 우선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위험자들에게는 가정 방문이 제공되었고, 저

위험자들에게는 전화와 교육 자료들이 제공되었다. 결론적으로, 재활병원은 재입원이 줄었다. 이러

한 조치는 비용측면에서 더 효과적이고 CBR 직원들에게 스트레스가 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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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에 관한 것이다.

현존하는 예방 프로그램에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 

CBR 프로그램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의 현재 예방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 있고 장애인 예방 프로그

램과 협력하기 때문에 범위가 확대된다. CBR 프로그램들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장애인들과 가족들은 그들의 지역사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방활동의 유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   보건 담당자들이 장애인들의 욕구를 이해하도록 한다.

•   적절한 형식과 사는 곳과 가까운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

방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장한다.

•   예방활동을 하는 장소가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지와 불가능한지

를 결정하고 접근가능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해결

책을 제시한다.

•   이용이 어려울 때 가정에서 예방활동을 하는 것처럼 예방서비

스를 대체 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한다. 

BOX 11 케냐(Kenya)

휠체어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케냐 나이로비(Nairobi)의 코로고초(Korogocho) 지역에서 비정부기구로 운영되는 보건소는 많은 계

단들 때문에 휠체어의 이용이 쉽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백신 접종 프로그램들은 뇌성마비 아동과 같

은 신체 장애인들에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건 담당자들은 가족들을 그 도시에 있는 재

활센터로 오라고 지시했다. CBR 프로그램은 보건 담당자들과 함께 건강 의제들을 토론하기 위해 모임

을 조직했고, 1층에서 장애아동들의 백신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한 보건소의 동의를 얻어 간단하게 해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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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동과 생활방식을 증진한다.

금연, 절주, 건강한 식사, 규칙적으로 운동하기와 성생활 할 때에 콘돔 착용과 같은 건강 행동들은 건강문

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예방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예방 캠페인 활성화와 개인 교육 등과 같은 

건강 행동들을 장려하는 건강증진 전략들을 종종 활용한다. 좋은 건강습관을 위한 촉진 활동을 제안하는 

건강증진 요소를 찾는 것이다.

면역조치를 장려한다.

각 지역사회 내에서, 면역조치 프로그램들은 유아들과 어린 아동들을 위한 소아마미, 디프테리아, 파상풍, 

홍역 예방접종과 임산부를 위한 파상품 예방접종 등과 같은 질병과 고위험집단들을 위해 활용된다. CBR 프

로그램들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면역조치 촉진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   손상이 있을지라도,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들을 위한 면역조치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 1차 보건의

료 담당자들과 계약을 체결한다.

•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백신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차 보건의료서비스들과 

협력한다.

•   장애아동, 그들의 형제, 자매, 장애아동을 임신한 산모가 CBR 프로그램들이 권장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지원하고 보조한다.

•   권장 면역조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위치와 평판이 좋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하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학교를 다니지 않은 장애아동과 같이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 1차 보건의료서비스들과 협력한다.

BOX 12 말레이시아(Malaysia)

어린 생명을 구하다

말레이시아 국립 CBR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1차 보건관리 담당자들이 하는 젊은 엄마들을 위

한 풍진 예방접종과 아이들을 위한 예방접종을 포함한 활동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1차 보건의료서

비스와 매우 긴밀히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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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영양을 확보한다.

충분하게 먹지 못하고 빈약한 식습관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영양실조는 건강문제의 공통된 원인이

다. 지역사회 내에서 적당한 음식과 영양은 CBR 프로그램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는 많은 개발영역을 책임진

다. 보건 영역에 관해서, 제안된 CBR 프로그램 활동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CBR 직원은 영양실조 징후가 있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찾아내고 적절한 사정과 관리를 하도록 보

건 담당자에게 조언을 한다.

•   시금치, 드럼스틱 잎, 전립과 파파야 과일 등 철분이 풍부하고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을 지역에서 이

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사람들이 영양 음식을 먹도록 하는 방법은 싼 가격과 영양 있는 조리법을 설명

하는 것이다.

•   장애아동들이 먹기에 쉽고 적당한 음식을 보장한다. 장애아동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종종 방치된다.

•   씹고 삼키는 문제가 있는 뇌성마비 장애아동들을 찾아내어 언어치료가 가능한 곳에 의뢰를 한다. 

•   더 안전하고 더 쉽게 먹는 적절한 자세 등 장애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조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준다.

•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영양계획을 수립하고 성장을 모

니터링하고 미량 영양소와 보충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에 장애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같은 장애인

들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모유먹이기를 촉진하고 출산 전 임산부들에게 철분과 엽산 

보충제를 권장한다(“모성과 아동 보건의료 이용을 촉진하

기”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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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애와 아동 보건의료를 촉진시킨다.

출산기간 동안에 산전관리, 분만 동안 전문관리와 산후관리는 엄마와 아이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장

애로 이어질 수 있는 손상이 나타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CBR 프로그램들은 다음을 해야 한다.

•   산전관리 등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모성보건서비스들을 찾는다.

•   모든 여성들에게 모성보건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보건의료시스템에 차별이 있는 곳에서는 권익옹호를 제공하는 것처럼 모성보건의료서비스가 어려운 때

에는 여성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

•   장애인 부부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장애가 유전되는지 물어보는 것과 같이 현재 임신이나 향후

BOX 13 인도(India)

영양 강화를 영양을 통해 힘을 키우다

인도 방갈로르(Bangalore)에 산지비니 트러스트(Sanjivini Trust)는 10년이 넘게 여성들과 아이

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주요 개입 중에 하나는 특히 5살 이하 아이들에게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다. 가난한 가정의 많은 아이들은 반고체의 모유에서 고체음식으로 넘어가는 동안에 적당한 

음식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많이 일어난다고 확신한다. 트러스트는 영양 보충제인 단백질 에너지

가 풍부한 밀가루를 모든 영양실조 아이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주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보충제를 

준비하고 필요한 아이들을 찾은 후에 나눠주는 훈련을 받는다. 엄마들은 영양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곡물과 채소를 사용해서 저렴한 영양음식을 준비한다. 산지비니는 영양 보충제를 제

공함으로써 장애아동 재활을 제공하는 다른 재활기관들과도 협력한다. 먹는 문제가 있는 특별한 아

동들은 보충제를 꾸준하게 복용했고 큰 혜택을 보았다.

아프린(Afreen)은 9살이고 뇌성마비이다. 그녀는 부모님과 두 자매와 방갈로르의 일야스내갈

(Illyasnagar) 슬럼가에 살고 있다. 그녀의 부모님들은 지역의 공장에서 일당 70루소를 받고 일을 하

고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6살 때에 Bangalore로 이사했다. 분만동안 합병증으로 인해 아프린은 

뇌성마비가 되었다. 그녀는 액체 음식만 먹였고 그 결과, 영양실조와 누워 지내게 되었고, 발육이 빈

약하고 설사와 경련을 자주 했다. CBR 직원들은 그녀의 상태 때문에 어떤 치료도 못 했으며, 그녀는 

영양보충제를 1년이 넘게 받았다. 아프린은 점점 건강이 좋아졌고 체력이 좋아졌다. 아프린은 지금 치

료와 자극을 위한 코칭센터에 다니고 있으며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호전에 너무 좋아하고 그녀의 엄

마는 그녀에게 다른 음식들을 먹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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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할 임신에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이나 관심이 있으면 여성들과 가족들에게 유전 상담을 연계해 준다.

•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과 접근 가능한 병원/분만실을 만드는 방법 등 장애인 임산부들이 이용 가능한 

보건서비스이슈에 관해 조언을 해준다.

•   전통적인 출산 수술이 지역사회에 있는지와 이 프로그램들이 장애와 손상에 대한 초기진단을 포함하

고 있는지를 찾아낸다.

•   장애아동이 태어났을 때에 가족들이 지역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한다.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보급한다.

물과 위생시설들은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장애를 최소화한다. CBR 프로그램들은 장애인들의 욕구를 다

음과 같이 고려한다.

•   장애인들이 너무 멀어서 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것 등 물과 위생시설을 이용할 때의 장벽들에 대해서 장

애인들과 가족들이 이야기한다(그 지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지형이 너무 험해서 우물에서 물을 

얻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   지방자치단체와 식수, 위생시설 기관들은 이런 장벽들

을 조사하고 해결방법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과 가족

들이 참여하는데 장벽들이 되는 것들을 해결한다.

•   화장실에 높낮이 의자와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 등을 시설

개조와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로비하고 협력한다.

•   물을 팔 때에 장애인과 함께 이웃들이 동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장애인을 지원하고 보조하도

록 한다. 

BOX 14

임산부들의 긴장을 해소시키다

몽골 남�서부의 몇몇 마을에서 많은 여성들이 고관절 탈구가 있다. 이 여성들은 임신기간 중, 고관절

에 긴장이 추가되고 몸무게가 늘어나서, 고통과 장애가 심해진다. 몽골의 국립 CBR 프로그램은 이 여

성들과 협력해서 임신과 임신 마지막 기간 동안에 적당한 휴식계획에 관한 조언을 해 준다. 

몽골(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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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을 예방한다.

많은 장애들은 집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우연히 발생된다. 흔히, 장애 성인들과 아동들은 부상 

위험이 높다. CBR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에서 부상을 예방하는데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화재, 익사, 교통사고 등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부상의 주요 원인들을 찾고 아동 등의 가장 위험한 집

단을 찾는다.

•   건강증진 캠패인을 지역사회에서 진행하여 부상의 공통적인 원인들과 예방방법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

다(“건강증진 요소”를 보라).

•   큰 축제 기간에 부상을 예방하는 것 등과 같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부상을 줄이는 활동들을 지역자치

단체와 지역사회 집단들과 협력해서 한다.

•   물과 불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발코니와 지붕 가장자리에서 아이 보호하기, 뾰쪽한 물건들을 

갖고 노는 아이들을 말리고 주의 깊게 보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집에서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을 제공

한다.

•   건설 현장에서 안전한 장비들(신발, 헬멧, 장갑, 귀마개 등)의 적절한 안전장비 착용하기 등 작업장에서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용주와 노동자를 위한 교육을 한다.

•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자동차에서 안전벨트 착용, 자전거와 오토바이 탈 때에 헬멧 착용 등

과 같은 도로안전교육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한다. 

이차적인 상황을 예방한다.

모든 연령의 장애인들은 2차적인 상황 위험에 있다. CBR 프로그램들은 장애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할 가

능성을 줄이는 1차 예방전략을 증진시킨다. CBR 프로그램들이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한다.

•   척수 손상이나 이분척추를 가진 장애인들이 그들에게 발생할 위험이 높은 요로감염에 대해 알아야 하

는 것 등과 같이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그들의 장애와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2차 상황에 대해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   운동, 좋은 영양, 정기적인 건강검진, 좋은 위생 유지와 자조집단 참여와 같은 건강한 생활행동 적용 

등과 같이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2차 상황으로 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전략을 찾는 것을 도와

준다.

•   적당하고 욕창에 이르는 붉은 흔적이 악화되지 않게 하는 의지 등과 같이 장애인들이 2차 상황으로 가

지 않게 하는 모든 보조기구 제공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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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도입

의료로 건강상태나 손상의 결과를 진단, 사정과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의료는 나병이나 말라

리아 등을 치료하고 간질 등의 손상을 줄이며, 실명을 방지하는 당뇨병 치료 등과 같이 막을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다. 필요한 양질의 의료는 특히, 건강상태가 나쁜 장애인들의 좋은 건강과 기능 유지를 위한 

기준이 된다(30).

서문에서 언급한 장애인권리협약 25조 및 각 국가 기준(the measures States Parties)은 당사국은 장애

인의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같은 범위, 품질, 무상 또는 저렴

한 보건의료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된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기 진단과 적절한 개입을 

포함한 특히, 장애인이 그들의 장애와 관련해 필요로 하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최

대한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한다(2).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기준도 정부가 의료를 책임지고 모든 일상에 평등한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서 의료를 강조한다.

표준기준협약안내서는 CBR 직원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에게 통합적이고 적절하며 시기적절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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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5 탄자니아(Tanzania)

아드난의 큰 변화

이레네(Irene)와 모하메드(Mohammed)는 탄자니아 공화국에 살았다. 그들은 6살 먹은 딸 아단

(Adnan)을 낳았고 다른 아이를 기다렸다. 아단이 약 2개월 되었을 때에 그의 머리가 작다는 것을 알

았다. 이레네와 모하메드는 아단을 지방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학적 치료를 받았다. X-ray를 찍은 후

에, 의사가 이리네과 모하메드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단이 나이가 먹어가자, 간단

한 일이나 기본적인 지시와 행동도 점점 어려워졌다. 그는 규칙적으로 경기(convulsions)도 했다. 이

레네는 “그는 절대로 말할 수 없거나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가 아무것도 이해 못할 거라

고 생각해서 그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더 나빠졌다. 원인은 무엇이었나? 라고 설

명한다.

아단은 네 살 때 걷기 시작했고 어느 날 밖에 나가 놀 때 지나가는 주변 사람들이 아단은 지적장애

가 있다고 생각했고, 아테니와 모하메드에게 비정부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탄자니아 지역사회 중심 

포괄 재활(Comprehensive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in Tanzania(CCRT))이라고 하는 

지역 CBR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단의 부모는 CCBRT와 계약하여 지원과 조언을 

요청했다. CBR 직원인 마마 키텐즈(Mama Kitenge)는 교육과 치료를 하러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

했다. 그녀는 가족들이 경기(convulsions)를 관리하는 의학적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그 결

과, 아단은 지금 그의 간질(epilepsy)을 통제하는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레네는 “나는 프로그램과 연결하기 이전에, 아단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혼자서 

듣거나 먹거나 옷을 입거나 손을 씻을 수 없었다. 그는 안정되고 행복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하루 

종일 걷기만 했고 종종 길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와 무엇을 할지를 몰랐다. 그 훈련은 특히, 교육에 정

말 유용했다. 지금, 나는 하루 종일 그와 얘기하고 그는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혼자서 물

과 음식을 먹고 얼굴을 씻을 수 있다. 

나는 그가 물이 있는 곳에서 집으로 돌

아오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항상 같은 

것을 찾아서 지금 그는 길을 잃어버려

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안다. 그는 정

기적으로 경기(epilepsy) 약을 복용하고 

이전보다 큰 변화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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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들은 장애인 개인들의 욕구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의료와 특수한 의료를 모두 이용한다.

CBR의 역할

CBR의 역할은 장애인들과 가족들과 협력해서 장애인들이 진단, 예방, 건강 상태와 손상에 대한 최소화나 

정상화를 위해 계획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

기대성과

•   CBR 직원은 의료서비스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의료서비스 

욕구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

•    장애인들과 가족들은 건강상태와 손상에 대한 조기 진단 활동을 이용한다(서비스 감별과 진단). 

•   의료시설들은 포괄적이고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   장애인들은 손상을 최소화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외과적 치료에 접근하여 건강과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   장애인들과 가족들은 치료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고, 의료와 그들의 건강상태 관리에 대해 

결정하는 자기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   의료 담당자는 장애인들의 의료적 욕구, 그들의 권리와 존엄성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질적 서비스

를 제공한다.

핵심 개념

의료의 유형

저소득 국가의 많은 보건시스템 3단계 보건관리이다.를 저소득국가에 많이 있는 보건 시스템은 1차 보건 

시스템이며, 그 다음은 2차, 3차 보건시스템 순이다. 이 단계들은 보통 상호보완적이다. 1차 보건의료담당자

들은 필요할 때에 2차 관리로 사람들을 보낸다. 반면에, 1차 보건의료가 제공되는 곳은 보통 2차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각 단계들은 종종 겹친다. CBR 직원은 각 단계들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래서 장애인들과 가족들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1차 의료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하는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말한다. 로 수정. 기본적인 보건의료는 건강센터

나 클리닉을 통해 를 1차 의료는 보건소나 클리닉을 통해 기본적인 보건의료는 건강센터나 클리닉을 통해 제

공되고 보통 보건시스템에서 사람들을 처음 접한다. 의료적 치료는 정확한 상황을 위한 짧고 간단한 조치(면

역 등)와 만성질환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나병, 간질, 결핵, 당뇨병 등)를 포함한다. CBR 프로그램들은 지역

사회 차원에서 일하고 1차 보건의료서비스와 긴밀히 협력한다(14).

2차 의료는 항상 지역에 있는 큰 클리닉과 병원에서 제공되는 더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1차 의료

는 의뢰 수단을 통해 2차 의료와의 중요한 연계 지점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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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관리단계는 높은 수위의 전문적인 의료이다. 이것은 간호사와 치료사와 관련한 전문화된 의료전문가

들을 통해 제공되고 전문기술 활용을 말한다. 이 서비스들은 국가나 전국적인 차원의 거점도시에 위치한 대

형병원을 통해 보통 제공된다. 3차 단계에서 제공되는 의료는 뇌수술, 암 치료나 정형외과 수술을 포함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의료관련자들은 1차 보건의료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대신에 장애인들에게 하는 일반적인 의료재

활서비스를 자주 언급한다. 이것은 일반 집단처럼 장애인들도 그들의 모든 일상단계에 필요한 의료, 특히 1

차 보건의료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획득하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는 호흡기 감염, 감기, 고혈

압, 중이염, 당뇨병, 결핵이나 말라리아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

보건의료 담당자는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의 초기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건강상태

는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중요하다(2차 예방). 치료받지 않거나 통제하지 않은 어떤 건강상태는 새

로운 손상이나 장애인에게 장애를 심화시킬 수 있다. 초기 개입은 외상이 적고 비용 효과적이고 더 좋은 결

과를 낳는다.

많은 장애인들은 일시적이거나 평생 동안 전문적인 의료 욕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간질이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기간동안 약 처방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일부 장애인들은 손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이 필

요할 수도 있다.

수술

수술은 의료의 일부분이고, 항상 2차 또는 3차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제공된다. 수술의 일부 유형은 손상을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거나 손상과 관련된 기형과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제한시킬 수 있다. 수술의 예는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백내장 제거 수술, 골절이나 척추 기형을 해결하는 정형외과적 수술과 구순 구개열(입

술 언청이), 화상이나 나병에 대한 재건 수술을 포함한다.

수술 전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가족들은 수술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혜택

BOX 16

간질

간질은 특히 개발지역에서 보통 장애로 이어지는 만성신경질환이다. 간질장애인들과 가족들은 종

종 낙인과 차별에 시달린다. 간질과 적절한 치료에 대한 많은 오해와 미신이 있다. 고소득 국가들과 

저소득 국가들의 최근 연구들은 새롭게 진단받은 간질장애인 성인과 아동 70%가 간질 약을 복용하

여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즉, 발작이 완전하게 통제됨)고 한다. 성공적인 치료 2~5년 후에, 아

동들의 70%, 성인 간질장애인의 60%가 재발 없이 약물을 끊을 수 있다. 하지만, 정확히 저소득 국

가들의 간질장애인들의 3/4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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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과에 대해 적절하게 정보를 줘야 한다. 수술은 종종 사회보호나 건강보험이 없으면 매우 비싸 가난한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술의 성공적인 결과는 포괄적인 후속 조치(수술 후 사람들은 의료, 치

료 및 보조기구를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를 좌지우지하며, 의료와 재활전문가들과 긴밀한 관계가 필요

하다. 다만, 수술이 손상과 장애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관리

자기관리(보통 자기치유나 자기치유관리라고 한다)는 의료적 개입 없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

는다. 자기관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을 통제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들이 의료에 대해 제공된 선택

과 결정의 책임을 지고 그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

것은 좋은 건강을 얻기 위해 개개인과 보건 담당자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

들은

• 보건 담당자와 정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의사결정과 관리계획에 참여한다.

• 건강정보를 요청하고, 얻고, 이해한다.

BOX 17

가능성에 대해 배우다

케냐 카이엔요초(Kyenyojo) 지역에 사는 패트릭(Patrick)은 1987년에 선천성 만곡족(clubfoot, 짧

고 굽은 기형의 발)으로 태어났다. 그의 여동생인 사라(Sara)도 선천성 만곡족으로 태어났다. 패트릭

은 장애아동들에게 캄웬지예(Kamwengye) 마을로 가라고 하는 라디오 안내방송을 들은 17살 때까지 

장애인으로 살았다고 말한다 “나는 이날 이때까지 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라디오에서 발표를 

들었을 때에 나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나는 내 발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끝내 나는 캄웬지예 아웃리치센터로 갔다. 나는 더욱이 거기서 많은 장애아동들을 보

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지를 결코 알지 못했다. 2번의 수술 후에, 내 발은 교정되

었고 무엇보다도 현재 일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것이 기뻤고 꿈만 같았다. 걷는 것(보행)은 날이 갈수

록 더 쉬워졌다. 내 여동생은 지금 14살이고 또한 수술을 했다. 장애아동을 위한 의료와 재활서비스가 

유용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알지 못했다. 사라와 내 자신,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과 지역사회에게 그런 서

비스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모든 장애인들)는 사회의 일부로서 교회, 학교 

다른 집단들의 정상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내 동생과 내가 수술을 한 이후, 지금 많은 사람들

은 다른 장애아동들도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케냐(Ke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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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담당자로 작성된 치료계획을 따른다.

• 보건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자기관리 활동을 한다.

자기관리는 양 하지마비와 당뇨병과 같은 만성상태의 평생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보건 관련

자들은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기관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할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개

인들은 그들 자신의 건강에 대해 증가된 책임을 지기 위한 기술들이 부족할지 모른다.

자조집단은 다른 장애인들과 서로 지식과 기술 공유를 통해 자기관리에 대해 배우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흔히 가치 있는 정보들은 유용한 의료관리자원들, 즉, 보건의료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협상하는 방법

과 현재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 가르친다.

BOX 18

수적으로 강해지다

WHO와 국제장애인연맹(Disabled People International(DPI))의 장애인들과 재활팀이 함께 만든 Amici 

di Roul Follereau 이탈리아 협회(AIFO/Italy)는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의료 욕구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 조직와 함께 한다면 자기관리 기술을 배우고 그들 자신의 의료적 관리를 개선하는데 더 적극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조사했다. 예비 프로젝트는 유사한 의료 욕구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 조

직를 찾고 만드는 것이며, 주요한 의료 욕구를 찾고, 보건 전문가와 협력하고, 확인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관리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장애인들과 가족들의 자기관리와 의료의 질이 개선되는지를 확인하며, 

장애인들의 지식과 기술이 의료시스템 내에서 인정받는지와 어떤 역할이 주어진지를 결정한다.

엘살바도르의 예비 프로젝트는 척수 손상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 Don Bosco 대학교와 Instituto 

Salvadoreno Para La Riabilitation de Invalidos와의 동반자인 AIFO/Itally는 산 살라반도르(San 

Salavandor) 지역과 토나캐뎁크(Tonacatepeque) 마을에 사는 30명의 척추 손상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

과 협력한다. 4개의 자조집단이 만들어졌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이 집단의 회원들은 소변, 방광과 

신장 문제, 욕창, 관절 강직, 성행위,  부모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그들의 주요한 의료 욕구를 찾는다. 보

건 전문가들은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관리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관여한다. 시

간이 지나면서, 자조집단의 회원들과 보건 전문가들은 회원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프로젝트에 관여한

다. 그들은 척수 손상 환자들이 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더 좋은 삶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지원

과 훈련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보건 전문가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역할인 의료적 역할 이외의 자기

관리를 촉진하고 증진시키는 책임공유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고 깨닫게 되었다.  자조집단의 회원들은 

ALMES(Asociacion de personas con Lesion Medular de El Salvador)라고 하는 그들만의 연합을 

만들었다. 

엘살바도르(El Salv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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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활동

CBR 프로그램들은 장애인들이 의료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건강시스템의 1차, 2차, 3차 단계에서 유용한 의료서비스의 지식은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의료와 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CBR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   지역, 지방과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들을 찾고, 관계가 있다면 전통의학 제공자를 포함한 정부, 민간 

및 비정부 서비스제공자들을 찾는다, 

•   서비스제공자들과 연계를 하고 제공된 의료 유형, 접근성, 비용, 일정과 설명 방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한다.

•   모든 정보가 CBR 직원, 개인들과 지역사회에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서비스 명단을 수집하며, 보장

된 서비스 명단은 지역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보건의료가 제공되는 곳에서 이

용 가능하다.

초기 진단을 지원한다.

CBR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   1차 보건의료담당자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장애와 연관

된 건강상태와 손상의 초기진단 방법들을 수립한다.

•   결핵(tuberculosis), 나병(leprosy), 필라리아증(사상충

증, filariasis), 회선 사상충증(river blindness), 당뇨병

(diabetes), 암(cancer) 등의 전염병이나 비전염병의 초기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활동을 찾는다.

•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검사 활동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도록 한다. 

•   평가와 상담을 위한 적당한 의료시설에 맡기는 근이영양증의 경우 유전자나 유전의 역사를 가진 가족

들을 확보한다.

•   장애인과 함께 일 할 때에는 특정장애인들에게 발생하는 욕창과 등과 같은 2차 장애에 대해 알고 이를 

점검한다.

•   지역사회에서 수술로 나아질 수 있는 장애인들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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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치료 접근 보장

CBR 프로그램들은 모든 단계에서 의료서비스 접근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애인들과 가족들과 1차 보건관

련담당자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다음 활동을 제안한다.

•   선별 활동을 포함된 후속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신이 가는 장애인들을 보건 담당자들과 찾아낸다. 

•   2차, 3차 보건의료의 접근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의뢰할 곳을 보건 담당자들과 점검한다.

•   수화를 아는 CBR 직원은 청각장애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이용하도록 그들의 욕구를 의사소통할 수 있

고, 제공되는 정보를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에 접근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보건시설과 함께 권익 옹호를 

한다. 

•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장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보

건의료와 연관된 의료비 등의 장벽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혁신적인 수단들이 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들과 다른 사람들(장애인들, 가족들, 의료 

스텝들, 정책 입안자 등) 등 이견을 확인하고 조사하여 이 이견을 

줄이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BOX 19 인도(India)

치료를 하기 위해 힘을 합치다

CBR 프로그램들은 국가 나병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인도 만다야(Mandya) 지방에서 2개의 비정

부기구를 통해 운영한다. 그들은 나병에 대한 초기 신호와 징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손상이 의

심되는 사람들이 가까운 1차 보건의료서비스에 방문하도록 하는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나병으

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6~12개월 동안 치료 프로그램

을 시작한다. 사람들이 치료에 출석하지 않으면, 1차 보건관리서비스는 CBR 프로그램에게 안 나오

는 개인들의 후속조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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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가능하게 한다.

어떤 장애인들은 수술(외과치료)을 요청할지도 모른다. 후속관리나 재활을 통합할 때, 수술은 손상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기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CBR 프로그램들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술(외과치료)과 특히 이용 가능한 자금조달 방법을 조사한다.

•   수술(외과치료)을 하기 전에, 장애인들과 가족들은 수술의 위험성과 효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전

반적인 수술 및 치료계획에 대한 비용과 기간을 점검하도록 보장한다. 

•   수술 다음, 적절한 후속 수술과 수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간호팀들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

지장구사 등 재활전문가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한다. CBR은 의료에서 재활로의 원활한 전환이 되

도록 지원할 수 있다.

만성질환 상태에서 자기관리를 증진시킨다. 

CBR 프로그램들은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의료적 치료를 받을 권리를 알게 되고 그들의 만성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CBR 프로그램들은 다음을 제안 받는다.

•   장애인들이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찾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선택함으로 그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권

장하고 의사의 진단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BOX 20 벨리즈(Belize)

성공을 기반으로 하다

선천성 만곡족(clubfoot)이나 선천성 발 기형(congenital foot)은 저소득국가에서 흔히 장애

로 이르는 선천성 장애이다. 벨리즈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 교육 기관(Community Agency for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y, Belize (CARE-Belize))은 벨리즈에서 

아동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국제아동병원과 복지부(international hospital for children 

and Ministry of health), 벨리즈 지역사회 장애인재활교육기관은 선천성 만곡족 아동들이 초기 진단

과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역의 의사, 치료사와 재활 분야 전문가들은 초기에 부드러운 접촉, 주기적 캐스트와 부목을 이용

함으로써 만곡족 기형을 바로 잡는 비수술적 방법인 폰세티(Ponseti) 방법을 이용한 훈련을 받는다. 

CBR 직원을 통해서  벨리즈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교육기관은 매우 어린 아동들을 찾아내고 만곡족 

교정을 위해 아동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록, 이것은 원래 지역의 비정부기구에서 시작했지

만 이러한  성공이 국가 만곡족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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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언어로 번역된 간단한 언어, 간단한 스케치나 그림 등 장애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적절한 형식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정보들을 제공하는 자료/책자를 개발하거나 수정한다.

•   다른 사람들과의 지식과 기술 공유를 통해 자기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장애인들과 자조집

단을 연계한다. 그들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들, 효과적으로 보건의료시스템과 협상하는 방법과 지

금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배울 수 있다. 

의료 제공자 들과의 관계를 수립한다. 

개인 의료전문가들은 장애에 대한 지식과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지

식에 종종 한계를 느꼈다. 이 서비스들과 계약하고 직원들과 관계를 맺은 CBR 프로그램들은 장애인들을 위

한 추천이나 포괄적인 의료에 용이한 네트워크를 개발할 수 있다. CBR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   개인 의료전문가들이 장애인들과 가족들의 건강욕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   개인들과 장인들 및 가족, 그리고 의료전문가 간의 이용문제와 경험 공유 등 장애 관련 중요한 문제들

을 토론할 수 있는 대화형 회의를 조직한다.  

•   개인 의료전문가들에게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치료계획/의료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   의료서비스들이 CBR 직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여 조기진단을 할 수 있고 지역

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와 후속조치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   지역사회 건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장애인들이 이 프로그램들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한다.

BOX 21 니카라과(Nicaragua)

변화를 만드는 파트너십

니카라과에는 고혈압(high blood pressure)이나 당뇨병(diabetes) 등 만성질환자 ‘클럽’이 있다. 이 

클럽이나 지원집단들은 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상태나 손상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책임을 보건의

료시스템 활동에 추가한다. 이 모임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

링하는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생활습관의 개발과 같은 해결책을 탐구한다. 

클럽 관리위원회는 의료비용을 도와주는 펀드라이징 활동과 

건강시스템에서 보통 제공되지 않는 실험실 테스트를 한다. 

CBR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포함된 이런 지원집단과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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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2 인도네시아(Indonesia)

인도네시아의 인식 개선

인도네시아 술라레시 남부 (South Sulawesi)의 CBR 프로그램은 마을 보건 관련자, 초등학교 교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 많은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을 포함하는 다중 분야팀이 있다. CBR 팀

은 보건시스템의 모든 단계의 사람들과 정기적인 연속훈련을 한다. 이 연속훈련들은 네트워크와 장애

인들의 의료욕구 증진, 그리고 CBR과 의료서비스의 역할 증진에 큰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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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도입

전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재활에 대한 접근은 장애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건강 상태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6조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

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 집단

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

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가활·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강화 및 확대한다”라

고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표준 규범(The Standard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재활 조치의 기능을 제공하고 회복하거나 기능 상실, 기능 부재 및 기능 제한

에 대한 보완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23). 재활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일반

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에 관여하는 단일적이거나 다중적인 개입을 말한다. 재활의 범위는 지역사회 재활전

문가들과 가족을 통해 제공된 기초개입부터 치료와 같은 치료사의 제공과 같은 보다 더 전문적인 개입까지 

다양할 것이다.

성공적인 재활은 보건, 교육, 생계 그리고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모든 분야의 관여를 필요로 한다. 이 영

역은 보건 영역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능개선 수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지만, 보건 관련 재활서비스와 보조기구 제공은 반

드시 보건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

하는 것이 중요하다(“재활서비스”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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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3 케냐(Kenya)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다

케냐 신체장애인 연합(Association for the physical Disabled of Kenya, APDK)은 50년 동

안에 50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에게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여러 파트너십의 결과

로, 케냐 신체장애인 연합은 9개 주요 분과와 280개 관련 아웃리치센터들과 많은 CBR 재활프로

그램으로 구성되는 국가 재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들은 치료, 보조기구 그리고 수술

(외과 치료) 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케냐 신체장애인 연합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중 하나는 의료서비스 부처(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

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다. 30년 넘게, 케냐 신체장애인 연합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재활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 부처와 협력했다. 9개의 케냐 신체장애인 연합 분과  중

에 6개는 국립병원 안에 있고, 의료서비스 부처는 50명 이상의 보건 종사자, 이 분과에서 일하는 

치료사들과 기술자들이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부처는 케냐 신체장애인 연합 기금 프로

그램을 하는 동안에 보건관련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거의 주고 있다.

케냐 신체장애인 연합은 1992년에 몸바사(Mombasa) 분과의 첫 번째 CBR 프로그램을 개발했

다. 2000년 이후, 그들은 가장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큰 빈민가인 네이로비(Nairob)

로 이 프로그램을 확장했다. CBR 프로그램은 가정 중심 재활을 제공하고 케냐 신체장애인 연합

의 아웃리치센터 및 분과와 중요한 의뢰 연계를 맺고 있다.

케냐 신체장애인 연합은 공공, 민간 파트너십의 성공사례이며, 도시와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중심의 재활과 CBR이 협력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2008년에만, 

대략적으로 52,000명의 케냐 사람들이 케냐 신체장애인연합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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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들은 전체적인 안녕, 통합과 그리고 참여에 기여하는 재활서비스에 접근한다.

CBR의 역할

CBR의 역할은 지역사회 차원의 재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실행시키고, 좀 더 전문적인 재활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뢰해 주는 것이다.

기대성과

•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사정을 받고 그들이 받을 재활서비스 개요를 작성하는 재활 계획 수립에 관여한다.

•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재활의 역할과 의도를 이해하고 보건 분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는다.

•   장애인들은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에 연계되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후속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기초 재활서비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   CBR 직원, 장애인들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수행되는 재활 활동을 지원하는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   CBR 직원들은 재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 교육과 지원을 받는다.

핵심 개념

재활

재활은 다양한 건강상태에서 오는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장애인권리협약는 “가

활(habilitation)”과 “재활(rehabilitation)” 양자 모두를 언급하고 있다. 가활은 선천적으로 또는 초기 아동

기 때에 장애를 가지게 된 개인과 장애 없이 기능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개인을 돕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재활은 질병이나 부상의 결과로 기능이 상실된 사람들을 지원하고 기능을 최대한 회복하도록 일상 

활동을 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가활은 저소득국가에서는 흔히 쓰이지 않는 좀 더 새

로운 측면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은 “재활”을 가활과 재활 양자 모두를 언급하는 용어로 쓰고 있다.

재활 개입

보건영역 내에서 다양한 재활 개입이 수행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들을 고려한다.

•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어린 소녀를 위한 재활은 그녀의 운동, 감각과 언어 발달을 증진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운동 프로그램은 근육 긴장과 점점 심해지는 기형을 예방하고, 특수한 휠체어의 제공은 기

능적 활동을 위한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시청각장애를 가진 어린 소년을 위한 재활은 그의 부모들과 협력하여 발달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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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의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적인 이동훈련을 하고, 감촉과 신호와 같

은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기 소녀를 위한 재활은 월경 관리와 같은 개인위생 활동을 가르치고, 문제행동

을 해결하는 전략을 가족과 개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접근과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상호작

용을 제공한다.

•   우울증이 있는 젊은 소년을 위한 재활은 근원적인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1 상담, 스트레스와 

걱정 해소를 위한 이완 기술훈련 그리고 사회관계를 넓히고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집단에 관

여를 포함한다.

•   뇌졸중으로 인한 중년여성을 위한 재활은 하지근력 강화훈련, 보행훈련, 옷 입고 목욕하고 먹는 기능훈

련, 어려운 균형을 잡기 위해 제공하는 보행지팡이 제공 및 말하기 훈련을 포함한다.

•   당뇨가 있고 최근에 무릎 이하로 양 하지를 절단한 노인을 위한 재활은 강화훈련, 의지나 휠체어 제공

과 이동성과 이동기술 그리고 일상생활 기술을 가르치는 기능적인 훈련을 포함한다.

재활서비스

재활서비스는 정부, 민간과 공공 분야를 통해 운영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보건부가 이 서비스들을 

관리한다. 그렇지만 일부 국가들에서 재활서비스들은 노동부, 배트남의 전쟁 사회부, 인도, 가나, 에티오피아

의 사회복지부 등과 같은 다른 부처를 통해 관리된다. 이란, 케냐, 중국 등 또 다른 일부 국가들에서 이들 서

비스는 정부 부처와 비정부기구들을 통해 관리될 수도 있다.

서비스는 의료전문가(간호사, 재활전문의), 치료전문가(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전문기술사

(보철사, 의지장구사)와 재활전문가(재활보조사, 지역사회 재활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담당자들을 통해 제

공되고 있다. 재활서비스는 병원, 클리닉, 전문센터나 기관, 지역사회 기관과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예컨대, 사고나 부상 후속 급성기 조치 등의 재활 단계와 개입 유형은 대게 적절한 환경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국가 특히, 시골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재활서비스의 범위는 종종 제한적이다. 예

컨대, 지방 중심도시에는 재활센터가 한 개만 있거나 병원이나 큰 클리닉에만 이용할 수 있는 치료사들이 있

을 것이다. 따라서 CBR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 전략은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재활서비스를 연계해주

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이전에, CBR은 저소득국가에서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재활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수단이었다. 반면에, CBR의 개념은 광범위한 개발 전략으로 진화되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재활서

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것은 CBR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활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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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센터에서의 재활은 특히 시골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거나 실질적이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재활 활동들이 지역사회에서 추진될 수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훈련에 대한 WHO 매뉴얼(The 

WHO on training in the community for people with disability)은 지역사회에서 지역 자원들을 활용

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재활 활동의 안내 책자이다(3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는 전문센터에서 후속 재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복귀 이후에 지역사회

나 집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데 지속적인 지원과 보조가 필요할 것이다. CBR 프로그램은 사람

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꼭 필요한 재활을 지속하도록 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재활서비스가 수립된 지역사회는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뢰센터들과 긴밀한 연계가 유지되어

야 한다. 많은 장애인들의 욕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고 장기간의 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성공적

인 재활은 장애인, 재활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활동가들 간의 강한 파트너십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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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4 중국(China)

리의 자립생활 여행

중년 미망인 리(Li)는 중국 큉 하이(Qing Hai) 지방에서 늙으신 어머니와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

았다. 그녀의 가족 전체는 2003년 10월에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그녀를 의지했다. 리는 집을 수리하

다가 추락해서 척추 골절이 지속되어 두 다리의 약화와 감각을 잃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그녀는 매일 낮과 밤을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양 다리는 빠르게 부어올랐고 그녀는 그녀의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 침대로 옮기고 목욕,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을 이용했다. 리는 곧 자신감이 잃

었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실패했다.

지역의 CBR 프로그램 재활행정가는 리를 방문해서 그녀에게 가정 중심 재활을 제공했다. 리는 그

녀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그녀의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접했고 욕창과 요로감염증 예방법을 배웠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서고 걷기 연습을 

하는 간단한 보행 보조기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또한, 그들은 간단한 양변기를 만들어서 화장실 가

는 문제를 해결했다. 지역재활센터는 목발과 휠체어를 주었다. 연습을 통해 리는 목발을 이용하여 혼

자서 서고 걸을 수 있고, 장거리에는 휠체어를 이용한다. 

리는 서서히 자신감이 생겼다. 그녀는 정말 즐거워하면서 가족들에게 요리해주는 등의 그녀의 일

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녀는 그런 활동을 정말 즐거워했다. 또한, 리는 시청에서 나오는 

매달 적은 생활비로 수입의 원천이 되는 방앗간을 열었고, 다시 한 번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었고 미

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재활계획

재활계획은 사람 중심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계획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의 기호,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재활은 종종 긴 여행이며, 단기 목적을 가진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재활계획이 비현실적일 때에 가치 있는 자원들은 낭비될 수 있다.

수많은 재활계획들은 장애인들과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의견과 선택이 계획 

수립에 영향을 주고 특히, 빈곤 문제에서 장애인들의 실생활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시골

에 사는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자주 도시로 가는 계획은 실패할 개연성이 있다. 재활 담당자는 시

골 지역을 포함하여 집에서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기에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개발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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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욕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하는데 예컨대,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젊은 성인이 일을 시작

하거나, 재활시설에 머문 이후에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기간 동안에 특히 그러하다. 이 전환 시기에 적응하는 

방법은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는 활동들을 지속하도록 하는 재활계획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제안 활동

욕구를 조사한다.

재활계획 수립과 활동들을 시작하기 이전에 CBR 직원은 장애인들과 그들 가족들의 우선 욕구를 확인하

는 기초사정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정은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CBR 직원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 훈련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고려하는 것이 유

용할 수 있다.

•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가?

•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가?

• 그들이 어떤 문제들을 겪었는가? 이 문제들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 신체, 감각, 정서, 의사소통과 행동 등 어떤 영향을 받는가?

• 어떤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 그들의 집과 지역사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 그들은 그들의 장애에 어떤 방법으로 적응하는가?

정확한 정보는 과거 의료기록 분석으로 개인 관찰, 개인의 기초적인 신체검사와 장애인 개인, 가족 및 관

련 보건 서비스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초기 사정과 사후상담 기록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

하며, 개별적인 진행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니터링 된다. 많은 CBR 프로그램들은 직원들이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정지와 진행 상황 노트를 개발했다.

의뢰를 가능케 하고 후속조치를 제공한다.

기초사정에 따르면, CBR 직원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각 및 언어치료 등의 전문 재활서비스 욕구를 확

인하며, 타 기관 의뢰를 통해 장애인들의 접근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제안된다.

• 보건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활의뢰서비스를 찾는다.

•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위치,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예상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 의뢰 정보를 제공

한다.

•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은 서비스 의뢰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고 질문을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부가정

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슷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 혜택을 본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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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의 연결해 줄 수 있다. 

•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모든 의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정보 동의를 받는다.

•   의뢰 이후에, 체결된 약속이 지켜지고 따르게 하도록 개인들과 서비스 간의 정기적인 접촉을 갖는다. 

•   재정, 교통수단과 권익옹호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고 이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권익옹호가 전제되면, CBR 직원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

•   예컨대, 집에서 재활서비스를 지속하는 등처럼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한 후에 차후 약속

을 한다.

전문 재활서비스는 큰 시골 도시에 종종 위치하는데, 이는 시골과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데 제한을 줄 수 있다. 교통, 음식, 숙박시설과 매일 임금 손실 등의 대도시 방문과 관련되는 비용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많은 서비스들은 본인 부담도 필요하다. CBR 프로그램들은 재정적 제약을 이해해야 하고 정

부와 비정부기구 계획, 은행 대부금과 지역사회 지원을 포함한 폭넓은 방안들을 확보해야 한다.

재활 활동을 가능케 한다.

CBR 프로그램들은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그들의 가정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광범위한 손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극대화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한다. 

아동 발달을 위한 조기 개입을 한다.

모든 아동들은 학습과정을 통해 생활의 중요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아동 발달의 주요 영역은 

신체적 발달, 말하기와 언어 발달, 인지 발달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포함한다.

아동들이 연령에 맞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 발달지연이 발생한다. 조기 개입을 통해 발달지

연 위험이 있는 아동들이 가능한 빨리 발견되고 발달지연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 재활 개입

BOX 25 이란(Iran) 

서비스로부터 너무 멀지 않은 곳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CBR 프로그램은 마을 보건 담당자들과 CBR 직원들이 장애 조기 진단과 지

역사회에서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그들을 보낸다. 의뢰이후, 재활 이동팀 직원이 가정 중심 재

활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한다. 만약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면, 지방 본부나 수도에 있는 3차 

단계 관리센터로 의뢰된다. 전문센터에서 재활을 받은 이후에 필요하다면 재활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 CBR 프로그램과 협력하는 1차 보건의료서비스로 다시 의뢰된다. 이동팀은 사후 모니터 과정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사후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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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했다.

뇌성마비,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등의 현존하는 장애는 발달지연을 낳을 수 있고 다른 아이들과 놀고 학교 

가는 것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CBR 직원은 보통 간단하고 재미있는 발달 학

습기회를 권장하는 가정 중심의 조기개입 활동을 제공한다. CBR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생각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도록 할 수도 있고 놀이 집단을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을 배우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모든 발달 영역에서 향상된다.

기능적인 자립을 장려한다

기능적인 개입은 이동, 의사소통, 목욕하기, 화장실, 옷 입기, 식사, 마시기, 요리하기와 가사 등과 같은 개

인들의 일상생활 기술 독립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개입은 그 사람의 연령, 성별과 지역 환경에 따라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또 다른 생활단계로 전환할 것이다. CBR 직원은 다음을 제공할 수 있다.

•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훈련을 한다.

• 장애인들의 독립을 극대화하도록 기능적인 활동을 최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가족들에게 교육한다.

•   걷기, 이동을 더 쉽게 만드는 이동장치 등의 보조기구 활용 훈련을 

한다.

•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근육약화, 빈약한 균형, 근육경직 등

의 손상을 해결하는 전문기술에 관한 교육과 설명을 한다. 여기에는 

강화 프로그램, 스트레칭 프로그램과 운동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BOX 26 이집트(Egypt)

가족을 위한 재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의 CBR 프로그램에는 지역 체육관과 회교 사원을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매주 만나는 여러 클럽이 있다. 부모들은 CBR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조직

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그들의 장애자녀들과 함께 온다. 노래와 춤 경연 등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다

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이 있고, 부모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시간

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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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7

BOX 28

가이아나(Guyana)

베트남(Viet Nam)

인생의 관점을 다양하게 배우다

가이아나의 한 마을에 사는 실레이(Shirley)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혼

자 밖에 나가는 것을 걱정했으며, 그녀는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한다. CBR 자원봉사자들이 실레이

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들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실레이가 독립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

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레이의 어머니를 설득하기에는 어려웠다. CBR 자원봉사자들은 CBR 

지역 코디네이터인 파우라인(Pauline)에게 가정 방문을 요청했다. 파우라인은 그녀 자신이 시각장애

인이기 때문에, CBR 자원봉사자들은 그녀가 실레이와 어머니 모두 동기부여를 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레이의 어머니는 동의했고, 실레이의 더 큰 기능적인 독립을 가능케 하는 재활

계획이 수립되어졌다. 실레이는 빠른 진전을 보였고 지금은 흰 지팡이 도움으로 독립적으로 동네 주

변을 이동할 수 있다. 그녀는 적극적인 지역 CBR 위원과 장애인 당사자 조직의 회원이 되었다. 

할머니가 길을 찾다

베트남 타이 빈(Thai Bihn) 마을에 사는 늙으신 할머니는 당뇨병과 저시력이다. 그녀는 특히 밤

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고, 화장실은 뜰 밖에 있어서 가족들이 그녀를 데리고 가야 했다. CBR 자

원봉사자들은 가족에게 그녀의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줄을 메어 놓으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밤에 그녀는 가족 동행 없이, 줄을 따라 화장

실에 갈 수 있었다. 간단한 환경개선이 할머

니의 독립을 보장했다.  

환경개선을 촉진한다.

환경개선은 장애인들의 기능상의 독립을 개선하는데 꼭 필요하다. CBR 직원은 개인(가정) 차원(휠체어 이

용 경사로, 계단 손잡이, 화장실 수정, 확장된 출입구 등)과 지역사회 차원(학교환경, 공공건물과 직장의 환

경 개선) 등의 환경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보조기구 영역”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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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집단과 연계를 한다.

CBR 프로그램들은 비슷한 장애유형이나 비슷한 재활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 생각과 경험을 함께 공

유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자조집단을 장려한다. CBR 프로그램들은 이 자조집단들과 재활전문가들 간의 상

호이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물적 자원 개발과 분배

장애관련 소책자와 매뉴얼들은 재활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자원들은 특히, 재활전문가들

이 접근하기에는 제한된 곳에서 CBR 직원과 장애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 이 자

원들은 폭넓은 지역사회의 유용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재활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영역에 대한 정

보도 제공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는 CBR 활동들이다.

•   물적 자원들이 있는 위치 - 이 자원들은 정부 부처, 국가연합, 장애인 당사자 조직, 국가적·국제적 비정

부기구들과 장애인 지역사회 훈련(Training in the community for the disability)(32)과 장애마을 

아동(Disabled village chilidren) (33) 등의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   주어진 특수적인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의 욕구에 맞게 물적 자원을 적용한다.

•   현존하는 물적 자원들을 모국어나 지역적인 언어로 번역한다.

•   현존하는 물적 자원들을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지역적 욕구에 맞게 간단한 언어로 된 새로운 물적 

자원들을 개발한다.

•   재활을 위해 장애인들을 방문할 때, CBR 직원들은 물적 자원들을 분배한다.

•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들이 있는 곳에는 자원 단위를 만든다. 이 

단위들은 지역개발사무소, 지역보건센터, 장애인 특수센터에 위치할 것이다.

BOX 29 인도(India)

병원의 지원을 재인식하다

인도 그레이터 넘베이(Greater Mumbai)의 가난한 지역의 CBR 프로그램은 CBR 직원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재활기관 직원들에게 종종 관여한다. CBR 프로그램은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이

비인후과나 안과 등 의뢰 병원에 가는 것에 걱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의뢰 병원을 방문하

여 운영하는 방법과 다양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설명해주는 장애인들과 그들 가족의 작은 모임을 조직

화하게 된다. 이 병원에서 온 일부 전문가들은 CBR 프로그램들에 의해 조직되고 그들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문화행사에 초대되었다. 많은 전문병원들은 CBR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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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제공한다.

CBR 직원은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재활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절한 서

비스를 제공한다. 많은 조직들이 적당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다. CBR 직원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

어치료사, 청력치료사, 이동 훈련사, 의지보장구사, 전문의와 준 전문의 등 재활전문가의 역할과 장애인들에

게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좋은 식견이 필요하다. CBR은 재활전문가들에게 CBR의 역할과 그들의 서비스

를 최대한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제공한다(“운영”을 보라).

BOX 30 베트남(Viet Nam)

베트남어로 자원을 번역하다

베트남의 CBR 프로그램은 WHO CBR 매뉴얼을 포함하여 여러 출판물을 지역의 목적에 맞게 베

트남어로 번역했다. 이와 더불어, CBR 프로그램은 장애인들과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

들을 개발했다. 보건담당자들은 항상 모든 자원 매뉴얼을 2가지로 제공한다. 하나는 보건담당자용

이고, 하나는 방문자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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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구

도입

보조기구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 설계, 제작되거나 착용된 주변기기이다. 많은 장

애인들은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일상 동작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생활에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제20조와 제26조는 정부가 적절한 보조기구와 이동보조기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2).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표준 규범도 정부가 보조기구의 개발, 생

산, 분배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비와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3).

저소득국가와 중진국에서 보조기구와 기술이 필요한 장애인들 중에 5~15%만이 그것들을 이용한다(34). 

이 국가들은 생산량은 낮고 종종 질적인 한계가 있으며, 훈련받은 직원이 적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구 접근은 꼭 필요하고 개발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보조기구가 없으면, 장애

인들은 절대로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점차적으로, 보조기

구의 혜택은 노인들을 위한 건강증진 및 예방 전략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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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1 네팔(Nepal)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다

바이라트네거 CBR(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Biratnagar)은 1990년 이후 네팔의 동

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이다. 현재, 모탕(Morang) 지역의 41개 마을과 바이라트네거 지방

(Biratnagar Submunicipality)에서 3,000명 이상의 장애아동들과 성인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1997년에 바이라트네거 CBR은 많은 장애인들이 수리를 위해 인도 대도시와 주변으로 이동해야 함

으로 보조기구를 수리하는 작은 보조기구 작업장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라트네거 CBR

은 완벽하게 장비를 갖춘 보조기구 작업장을 설립했다. 네팔 국제장애인연맹과 협력해서 그들은 보조

기구의 제작, 제공 및 수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개발했다. 지역 사람들(남성,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네팔과 인도에서 기술자로서 훈련을 받았고 현재 바이라트네거 CBR팀에 들어갔다. 바이

라트네거 CBR은 지금 양질의 보조기(켈리퍼스(calipers), 버팀대, 부목, 보철(의족과 의수)과 이동 기

구(목발(crutches), 삼륜차, 휠체어를 네팔의 16개 동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CBR 직원, 

치료사와 작업장 기술자들은 장애인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로서로 협력을 강화한다.

이 보조기구 작업장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찬데스워(Chandeswar)이다. 손상으로 

고통을 받고 왼쪽다리 절단이 되기 전까지 그는 힘들게 일한 인력거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인력거 일

을 할 수가 없어서 수입원을 잃었고, 그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축한 것도 다 썼다. 찬데

스워는 그의 마을에서 일하는 바이라트네거 CBR팀에 의해 무릎 이하에 보조기과 그의 의족으로 잘 

걸을 수 있도록 재활을 제공하고, 다시 인력거 페달을 밟은 방법을 배운다. 

현재, 찬데스워는 바이렌트네거 거리에서 바쁘게 인력거 페달을 다시 밟

고 무리 없이 생활하고 있다.

찬데스워 같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을 보면서, 바이라트네거 

CBR 회장은 “우리는 수 년 동안 CBR을 했지만, 우리가 양질의 보

조기구를 제공하면서 더 효과를 많이 보았다. 우리의 창조성은 

높아졌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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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들은 양질의 적절한 보조기구를 이용할 수 있고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CBR의 역할

CBR의 역할은 장애인들 및 그들의 가족과 협력해서 그들의 보조기구 욕구를 결정하고 보조기구 이용을 

촉진하고, 필요하다면 보조기구 유지, 수리와 교체를 보장한다.

기대효과

•   CBR 직원은 사용 형태, 다양한 장애유형에 기능과 적합성, 기초적인 제작, 지역사회에서의 유용성과 

전문기구에 대한 의뢰 방법을 포함한 보조기구에 대해 박식해진다.

•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은 보조기구에 대해 박식해지고, 보조기구 사용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정

보를 습득하게 된다.

•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보조기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 교육과 사후

검사를 받는다.

•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지역 사람들은 기초적인 보조기구를 제작할 수 있고 간단한 수리와 

유지를 한다.

•   부적절한 정보, 재정적인 압박, 집중화된 서비스와 같은 보조기구 활용을 방해하는 장벽들이 줄어든다.

•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에,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적 요인들을 해결한다.

핵심개념

보조기구의 보편적인 유형

보조기구는 간단하고 저 기술적인 보조기구(보행지팡이나 변형된 컵 등)부터 복잡하고 고 기술적인 보조

기구(특수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나 전동휠체어 등)까지 다양하다. 이는 각각 다른 카테고리의 폭넓고 

다양한 보장기구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동 보조기구

이동기구는 사람들이 걷거나 움직이는 것을 지원하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휠체어(wheelchairs)

•   삼륜차(tricycles)

•   목발(crutches)

•   보행지팡이/지팡이(walking sticks/c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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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보조기/보행기(walking frames/walkers)

이동기구는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다. 예컨대, 뇌성마비 장애인은 좋은 자세를 유지하게 

해 주는 머리/체간 지지대가 있는 휠체어를 필요로 한다. ‘자원이 적은 환경에서 휠체어 매뉴얼을 제공(On 

provison of manual wheelchairs in less resourced settings)에 관한 WHO 가이드라인(35)은 휠체어 

설계, 생산과 배분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이다.

자세기구

신체적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좋은 자세로 눕고 서고 앉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부적절한 자세 때문

에 기형이 발생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다음 보조기구들은 이런 문제들의 일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쐐기(wedges)

•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정사각형 의자(cornet chairs), 특수의자 등 의자

•   기립훈련기(standing table)

의지, 보장구, 보장구용 신발

이것은 항상 신체부분을 대체, 지원 및 교정하는 맞춤형 기구이다. 의지/보장구 활동가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보장구들이 전문적인 작업장이나 센터에서 생산되고 꼭 맞춰진다.

•   의족이나 의수 등 의지(protheses)

•   척수교정기, 손/무릎 보호대나 켈리퍼스 등 보장구(orthoses)

•   보장구용 신발(orthopaedic shoes)

일상생활 기구

일상생활 기구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동작(ADL, Activity of Daily Living - 먹기, 목욕하기, 옷 입기, 

화장실 가기, 가사 등)을 완수할 수 있게 한다. 이 보조기구들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예들이 있다.

•   개조용 식탁용 날 붙이류(나이프, 포크, 스푼 등)와 컵

•   샤워 의자와 걸상

•   화장실 의자와 지지대

•   침실용 변기(commodes)

•   마비환자 옷 입기 보조기구(dressing sticks)

시력기구

저시력이나 시각장애는 중요한 일상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적 능력에 큰 영향을 준다. 간단한 것에

서 복잡한 것까지 보조기구의 범위는 참여와 자립을 최대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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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   큰 글자 책

•   확대렌즈

•   안경/특수 안경

•   흰 지팡이

•   읽고 쓰기 위한 점자 체계

•   라디오, 말하는 책, 휴대폰 등의 음향 장치

•   말해주는 직업(JAWS) 등 컴퓨터 스크린 리더는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보청기

청력 상실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 말하기와 언어, 교육과 고용

기회 제한 등의 많은 발달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차별과 격리를 야기한다. 보조기구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청력 보조기

•   텔레비전용 헤드폰

•   증폭 음 전화

•   의사소통 보조기구(TTY/TTD, telecommunication devices)

•   초인종이 울릴 때에 빛 표시를 하는 등 신호를 제공하는 시각시스템

BOX 32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최고 수준

안나(Anna)는 파푸아뉴기니 동부 세픽(Sepik) 지방에 사는 엄마이다. 그녀의 딸 코리스(Koris)는 청

각장애로 태어났다. 안나는 그녀의 딸을 학교에 보내기로 바로 결정했고 장애인을 위한 콜안(Callan) 서

비스(전국적인 비정부기구)를 통해 CBR 직원 훈련을 받았다. 안나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간호학교

를 알게 되었다. 이 학교를 출석하기 전에, 콜안 서비스는 청력 보조기구 제공을 준비하는 것이다. 청력

기구가 포트 모레스바이(Port Moresby)의 청력학자에게 보내져 맞춤형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보청기는 

코리스에게 감명을 주었다. 코리스는 학교에 가기 시작했고 수화를 배우는 것도 시작했다. 보조기구 도

움과 선생님들의 지원으로 코리스는 곧 그녀의 교실에서 최고의 학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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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기구

효과를 증대하고 대안적인 의사소통기구는 이해와 발음의 어려움이 있는 개인들을 보조할 수 있다. 이 보

조기구들은 언어능력이 증대되는 것을 지원하거나 대안적 언어능력을 보상하는 것이다. 보조기구들은 다음

을 포함한다.

• 사진, 모양이나 알파벳 문자를 쓰는 의사소통 보드

• 요청(신청) 카드

• 전자음성 출력장치

• 전문화된 장치와 프로그램을 갖춘 컴퓨터

인지기구

인지는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다. 기억, 계획 그리고 문제해결과 같은 뇌의 지적기능을 말한다. 

뇌 손상, 지적 손상, 치매와 정신질환은 개인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많은 상황 중에 일부이다. 다음의 보

조기구들은 개인이 중요한 과업, 사건을 기억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활동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 목록

• 수첩

• 달력

• 일정표

• 휴대전화, 호출기, 개인용 정리수첩 등 전자기구

보조기구의 선택

적절한 기술

많은 기술의 유형은 시골/외딴 지역과 저소득 국가들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만, “적절한 기술”은 지역사

회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적절한 기술은 사람

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저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기

술, 도구 및 재료를 사용한다. 보조공학은 이 기준을 충족

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고 제작되어,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

야 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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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보조기구들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고, 종종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수하게 만들어지고 

잘 어울릴 필요가 있다. 결함이 있는 선택과 설계는 불만, 불편함과 2차적인 문제들을 포함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일부 국가들에서는 대규모로 기증하거나 중고 휠체어를 배분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

것이 혜택이 될 수도 있지만, 이용자들에게 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척수장애인에게 쿠션이 없는 휠체어 제

공은 아마도 생명을 위협하는 욕창을 야기할 것이다(“예방요소”를 보라).

포괄적인 평가는 개인들의 가정, 학교, 직장과 지역사회 환경 내에서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보조기구

를 보장하는 데 꼭 필요하다. 포괄적인 평가는 의료적인 측면, 현재의 기능 고찰, 개인적인 목표, 현재 보조기

구의 평가와 물리적인 검사를 포함한다. 평가 접근방식은 장애인, 가족, 치료사, 전문기술자, 교사와 CBR 직

원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여러 영역에 걸쳐야 한다.

BOX 33

같은 신발을 싣는다

인도 안드라 프라데쉬(Andhra Pradesh)의 아시시(Assisi) 나병 CBR 프로그램은 발가락 감각이 없

고 족부궤양 위험이 있었던 나병인들에게 검은 미세고무로 만든 샌들을 제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샌

들을 제공받았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 후에, 샌들을 신

음으로서 사회적 낙인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검은 샌들은 나병이 있는 사람들만 신는다는 것

이 일찍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프로그램은 지역 시장에서 샌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결정

한 결과, 나병인들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수정했다. 그들의 샌들이 다른 지역사회 주민들의 샌들과 

외형상 차이가 없자, 사람들은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 

인도(India)



62 CBR 가이드라인 > 보건

보조기구의 활용

장벽 없는 환경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그들의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기능을 최대화하고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장벽이 없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휠체어를 사용하는 젊은 여성은 그녀의 집 출입

문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목욕탕과 같은 중요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

동하고 직장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물리적인 환경개선이나 변형은 계단이 있는 곳에 경사로 설치, 좁은 출입구 문 확장, 이동 동선에 맞게 가

구 재배치를 포함한다. 이것은 개인의 보조기구 사용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도와 지원체계 등 환경적인 

다른 측면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말하기 대신에 의사소통 보드를 사용하는 어린 소년은 집과 

학교에서 그 보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족, 학교 교사들과 친구들이 그 보조기구에 대해 긍정적

이고 꺼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환경개선을 고려할 때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35). 유니버

셜 디자인은 장애인, 비장애인 모든 사람들(2)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설계하

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 활동

CBR 직원을 훈련시킨다.

CBR 직원은 정확한 정보, 연계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구체

적일 수 있거나, 재활과정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CBR 직원은 다음과 같은 지식이 필요하다.

• 보조기구의 일반적인 유형

BOX 34 베트남(Viet Nam)

지역사회를 잇다

베트남 타이 빈(Thai Binh) 지역 마을에 CBR 자원봉사자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

니라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기 위해 다리를 수리하도록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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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구의 목적과 기능

• 목발 등 기초적인 보조기구 지역사회에 구비

• 의지와 보청기 등 전문 보조기구들을 이용가능한 곳

• 특수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연계 방안

• 보조기구를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

시골, 외딴 지역에서 활동하는 CBR 직원들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또한 꼭 필요하다. 기초적인 보조기구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활용할 기술과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예컨대, 

CBR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균 형감이 부족한 아이들이 똑바로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끈이 감겨 있는 나무로 된 의자를 만드는 방법

을 가족에게 보여준다.

• 집에서 보행연습을 하는 평행봉을 설치하는 방법을 가족에게 보여준다.

• 그들이 보행을 보조하는 뇌졸중 환자를 위해 간단한 보행지팡이를 만드는 방법을 가족에게 보여준다.

•   말하지 못하거나 손이 움직이지 않는 뇌성마비 아동에게 그들의 눈을 사용하여 그림을 이용하는 의사

소통 방법을 가르친다.

• 시각장애인에게 흰 지팡이를 사용방법 교육을 한다.

개인과 가족의 역량을 강화한다.

CBR 직원은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과 친밀하게 협력하여 다음을 보장한다.

• 다양한 보조기구의 유형과 이 보조기구들이 개인의 자립과 참여 달성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안다.

• 보조기구 선택과 설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  사람들이 보조기구를 보고 시험할 기회를 주어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BOX 35

필요한 곳의 정보

인도네시아 남부 수리웨시(Sulawesi)의 CBR 프로그램은 그 지방에서 장치를 하고 수리할 수 있는 주

요 서비스 제공기관인 보조기구 자원목록을 준비했다. 이 자원목록은 모든 CBR 직원들에게 나눠주어, 

마을에 사는 장애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네시아(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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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보조기구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장기간 쓸 수 있게 수리하고 유지할 수 있

게 한다.

•   연계 서비스의 모든 어려움에 대한 피드백은 발전한 형태로 되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지

고 다양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보건요소는 자조집단이 유용한 정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재활 직원에게로 

접근이 제한적일 때, 특히 자조집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조집단은 새로운 보조기구들을 획득할 수 있게 

지원하고 관리와 유지 교육을 하고, 2차 합병증을 예방하고 기능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는 등의 자기관리에 

대한 조언을 한다.

지역의 장인들을 교육한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보조기구 수리를 위해 전문센터로 가는 것을 기

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보조기구 관련 문제를 경험하

면 그들의 보조기구 사용을 중단한다. 지역의 장인들이 보장구의 끈, 나사

와 대못을 대신하여 보장구, 의지와 휠체어 등과 같은 보조기구를 수리를 

할 수 있게 훈련을 받을 수 있다. CBR 프로그램은 지역의 장인들을 찾을 수 

있고 전문 기술자와 연계하여 이 교육을 촉진할 수 있다.

보행지팡이, 목발, 보행기와 기립자세 보조기구 같은 보조기구들과 기

본적인 의자는 지역의 장인들을 통해서도 제작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역의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CBR 프로그램은 보조기구 제작과 교육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장인들을 찾을 수 있다.

BOX 36 몽골(Mongolia)

보조기구 제작방법을 배우다

2000년에 몽골의 국가 CBR 프로그램은 지역의 재료와 적절한 기술로 간단한 부목, 보조의자와 

이동기구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우란 바타(Ulaan Baatar) 국립 정형외과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직

원 교육과정을 실시했다. 현재, 몽골의 새로운 지역에서 CBR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마다 두 지역의 

장인들이 발굴되어 국립 정형외과 실험실에서 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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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구 이용을 촉진한다.

보조기구 이용은 부적절한 정보, 경제적 문제와 집중화된 서비스 때문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CBR 직원은 보조기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긴밀하게 협력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

을 한다.

•   기본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까지 폭넓은 보조기구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현존하는 서비스 제공자(구역

별, 지역별, 국가별 보조기구)를 찾는다.

•   행정절차, 평가절차 및 생산을 위한 측정, 조립과 시간에 필요한 방문 횟수 등 연계체계, 비용과 과정을 

포함한 각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편찬한다.

•   정보가 적절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 및 그들의 가족과 의사소통을 한다.

•   보조기구와 관련된 비용을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을 찾는다. CBR 프로그램은 

현존하는 정부나 비정부조직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고, 장애인들만의 기금을 늘리고 지역사회의 자원 

기부를 확대할 수 있다.

•   많은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무료 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얻을 수 있게 관련 행정 

절차를 완비하는 것을 도와준다.

•   의뢰 센터, 지방 당국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파트너십를 맺어서 이동시설 등으로 서비스제공을 분산하

는 방법을 논의한다.

•   시골이나 외딴 지역의 작은 모임의 사람들을 위해 의뢰 센터로 가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사전점검을 

하도록 한다.

•   이동서비스나 보조기구 수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역사회 정기모임을 만들어주고 시골이나 외딴 지

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정이나 지역사회기반 수리서비스를 제공한다.

BOX 37

보조기구를 평가하다.

레바논 전국 장애인 협회는 휠체어와 목발, 워커, 화장실 의자, 정형외과  신발, 전문좌석 시스템과 같

은 보조기구 생산을 시작했다. 그들은 보조기구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을 다니면서 배분, 수리와 

유지를 위한 수리점을 만들었다. 생산 매장과 수리점은 장애인들을 고용한다. 장애인 당사자 조직은 적

절한 보조기구 국가 예산도 확보한다. CBR 프로그램은 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조기구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레바논(Lev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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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작업장을 설립한다

의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비용과 거리와 같은 장벽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 CBR 프로그램은 지역

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작은 작업장을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간단한 기구들은 훈련

받은 지역사람들을 통해 제작될 수 있다. WHO CBR 매뉴얼(32)과 「장애 마을의 아동」(33)은 지역사회에 

지역 자원들을 활용한 보조기구 제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들도 보조기구를 만드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수입을 발생시키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궁극적으로 역량강화를 하게 한다.

BOX 38

BOX 39

지역적인 해결책을 찾다

기니아-비사우(Guinea-Bissau) 지역의 쿠무라(Cumura) 병원은 보장구를 준비하고 여기에서 정

형외과 기술자로 훈련을 받은 두 명의 장애인이 근무하는 작은 작업장을 만들었다. 적절한 재료를 찾

는 것이 종종 문제가 되고, 중요한 재료는 매우 비싸므로, 그 기술자들은 다른 작업장에서 설계하는 

지역적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했다. 예컨대, 예컨대, 그들은 하수족(foot-drop)인 사람들을 위해 가

죽 플라스틱 부목을 만들기 시작했다. 

작은 사업을 만들다

인도 방갈로레(Bangalore)의 CBR 프로그램들은 10명의 장애여성 모임을 찾았다. 이 여성들 모두

는 가난하고 교육을 못 받고, 여성이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이익과 차별에 직면했다. 그들 모두는 그

들의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골칫거리처럼 보였다. 1998년에 10명의 여성들은 정형외과 기술자 교육

을 받았고 한 CBR 프로그램에 힘입어 상업적인 작업장을 열기 위해 융자를 받았다. 그 여성들은 여

성장애인 재활보조 작업장이라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생활이 

바뀌었다. 이 작업장은 2년차부터 이익을 창출했고, 4년차 말에는

빚을 갚았다. 그들은 보조기구와 보건의료 상품을 만드는 여러 

큰 회사 대리점을 만들고 대도시에 큰 개인병원들과 연계하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그 여성들은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양질의 

생활을 하며, 그들의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그 여성들은 결혼을 하여 가족에게 자산이고 많은 장애인들의 롤 모델이 된다. 

기니아-비사우(Guinea-Bissau)

인도(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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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와 협력

어떤 국가에서는 폭넓은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이것은 정부

의 우선순위, 제한된 자원이나 작은 인구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고소득국가에서 들여온 것보다 더 싸

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보조기구들을 이웃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CBR 프로그램은 이용할 

수 있는 이웃국가의 자원들과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CBR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서비스와 보조기구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국제 및 국내의 비정부기구들과 강한 연대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환경적 장벽을 해결한다

장애인들이 보조기구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들이 집, 학교, 직장이나 지역사회에 종종 있다. CBR 직

원들은 이 장벽들에 관한 실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장벽을 찾아내어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들과 가족, 지역사

회 및 지방 행정가들과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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