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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문

지역사회 중심 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CBR))은 1978년 알마-아타(Alma-Ata) 선언

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 의해 최초로 시작되었다. 저소득 및 중

소득 국가에서는 최적의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 서비스 접근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전략으로 

CBR이 활성화되었다. 그 이후 30여 년에 걸쳐 CBR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UN))기구와 비정부조직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조직들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폭넓은 욕구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참여와 사회통합

을 보장하며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중(multi-sectoral) 섹터에 걸친 전략으로 발전되었다.

지난 5년 동안, CBR 이해당사자들은 CBR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서 일해 왔다. 이 가이드라인

은 2003년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지역재활자문회의(International Consultation to Review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의 핵심 권고와 2004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그리고 WHO의 CBR에 대한 공동 성명서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을 통해 CBR은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the Disability) 이행, 국가별 

장애인 통합법의 제정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통합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발전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CBR 운영자들과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CBR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을 

실제적인 내용으로 제공하고,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보건, 교육, 생계 그리고 사회 등 각 영역의 혜택

에 접근하도록 돕는다. 본 가이드라인은 장애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고 참여되도록 촉진시킴으로써 임파워먼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CBR 

프로그램이, 다양한 맥락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평가되고 보다 많은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권

장한다. 

WHO, ILO, UNESCO 그리고 국제장애개발협회(International Disability and Development 

Consortium(IDDC)) 등을 위시한 CBR 테스크 포스 회원들(CBM, Handicap International, Italian 

Association Amici di Raoul Follereau(AIFO), Light for the World, the Norwegian Association of 

Disabled and Sightsaver)은 이 문서를 개발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전 세계 저소득 국가 180여 

명의 개인들과 거의 300개에 달하는 조직들 또한 관여하였다. 이를 지원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린다. 

Ala Alwan

WHO 비전염병 및 정신보건 심의 보좌관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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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g Men City North Street Community Health Centre, Kumming Medical College 2nd 

Hospital, Nan Pi, Jin Ya village, Nan Pi, Yu Shan Te Village, Save the Children-UK, 

Shenzhen 2nd People’s Hospital, Shenzhen 9th people’s hospital, Shenzhen City Resource 

Centre for Assistive Technology for people with Physical Disablilities, WHO Collaboration 

Centre for Rehabilitation–The Hong Kong Society for Rehabilitaion, WHO Collaboration 

Centre for Rehabilitation–Sun Yat-Se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Training and Research in Rehabilitation–Tongji Hospital, Xianning Public 

Health School, Zhejiang Provincial Hospital and Zhong Shan University 3rd Hospital

이집트

Support, Education, Training and Integration Centre-Cairo

에티오피아

Arba Minch Rehabilitaion Center, CBM Ethiopia, CBR Network Ethiopia, Cheshire 

Foundation Ethiopia–Addis Ababa, Cheshire Foundation Ethiopia-Jimma, Cheshire 

Services-Dire Dawa, Cheshire Services-Harar, Cheshire Services Ethiopia, Ethiopian 

National Association for Deaf, Ethiopian National Disability Action Network, Fiche(CBR), 

Gondar University (CBR), Gondar University(Physiotherapy department), Helpers of Mary, 

Sako(CBR), Medical Missionaries of Mary,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National Association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and Youth, Nekemtie(CBR), RAPID(CBR), 

Rapid Adama(CBR) and Rehabilitation Services for the Deaf

가나

Action on Disability and Development(ADD), Agona District Assembly, Bawku 

Hospital(audiology, physiotherapy and orthopaedic unit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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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Social Welfare-Agona Distric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Volta Regi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Winneba, District Assembly of Nkwanta, Swedru District 

Health Administration, Echoing Hills, Garu CBR, Ghana Association of the Blind-Ga-

Adangme, Ghana Association of the Blind(GAB), Ghana Education Service(GES), Ghana 

Federation of the Disabled, Ghana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Ghana Society for 

the Blind-Brong Ahafo Region, Ghana Society for the Blind(GBS), Krachi CBR project, 

Ministry of Educaton, National Commission on Civic Education, Parents and Families of 

the Disabled, Presbyterian CBR-Garu, Salvation Army-Dunkwa, Salvation Army-Begoro, 

Salvation Army(Community Rehabilitaion Project), Salvaton Army(Integrated School for the 

Deaf), Salvation Army (Medical and Social Services)-Accra, Sandema Community Based 

Rehabiliton Programme-Upper West Region, Sightsavers-country office, Sightsavers-

Karachi, Sightsavers–Nkwanta, Swedru District Planning Officer, traditional and religious 

leaders of Duakwa and University of Education-Winneba

가이아나

Caribbean Council for the Blind, Guyana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Programme, 

Ministry of Health, National Commission on Disability and Support Group for the Deaf

인도

Aaina, Action of Disability and Development–India, AIFO India, Basic Needs India, Blind 

People’sAssociation-India, CBM, CBR Forum, CBR Network-Bangalore, Cheshire Homes 

India–Coorg, Human Rights Law Network, Leonard Cheshire International, Leonard 

Cheshire Ineternational-Bangalre, 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Ministry 

of Social Justice and Empowerment, Mobility India, Movement for Rural Emancipation, 

Narendra Foundation, Office of the State Commission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allium India, Postgraduate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Chandigarh, 

Rehabilitation Council of India, Rohilkhand University(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in 

Education), Saha Foundation, Sense International-India, SEVA in Action, Shree Ramana 

Maharishi Academy for the Blind, Spastic Society of Karnataka, Spastic Society of Tamil 

Nadu, The Associ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and Viklang Kendara

인도네시아

CBR Development and Training Centre(CBR-DTC) and CBR South Sulawesi Province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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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for the Physically Disabled in Kenya, Kenya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Kenya Medical Training College, Kenya Society for the Blind, Kenya Union for the 

Blind, Leonard Cheshire Disability–East and North African Regional Office(ENAR), Little 

Rock ECD, Ministry of Health, Sense International-East Africa and Voluntary Service 

Overseas(VSO)-Kenya

라오스

Handicap International Belgium-country office

레바논

Arc En Ciel,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Association, Diakonia, General Union of 

PalestinianWomen, Medical Aid for Palestinians, Nahda Association, Norwegian People’s 

Aid, Save the children–Sweden and The Norwegian Association of Disabled

말라위

Federation of Disability Organizations in Malawi(FEDOMA), Feed the Children Malawi, 

Malawi Council for the Handicapped(Secretariat of the National CBR Programme for 

Malawi),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Gender and Child 

Development, Ministry of Health and Ministry of Labour

멕시코

pina Palmera

몽골

AIFO–country office, Mongolia CBR Program and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of 

Mongolia, National CBR Programme

미얀마

World Vision International-country office

니카라과

Juigalpa CBR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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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Al-Noor Center, Al-Wafa Charitable Society, Al-Wafa Hospital, Al-Widad Society, 

Atflaluna Society for Deaf Children, Baituna Society, Bethlehem Arab Society for 

Rehabilitation, Birzeit University(Institute of Community and Public Health), CBR Program-

Central West Bank, CBR Program–North West Bank, CBR Program-South West Bank, 

Community College, Diakonia and The Norwegian Association of Disabled, Gaza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 General Union of Disabled Palestinians, International Deaf Club, 

Hebron Islamic Relief, Jabalya Society, Jerusalem Rehabilitation Society, Media Institute, 

Medical Aid for palestinians-UK, Ministry of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Special 

Education Department), Ministry of Health(Crisis Management Department), Ministy of 

Local Government, Ministry of Social Affairs, Ministry of Youth and Sports, National 

Center for Community Rehabilitation, National Society for Rehabilitation=Gaza, Palestinian 

Commission for the Rights of the Disabled, Palestinian Medical Relief Society, Palestinian 

NunchakuUnion, Physicians Without Frontiers, Radio A-Iradah(The Voice of the Disabled), 

Red Crescent Society, Right to Life Society, Save the Children-Palestine, Shams Center 

for Disability Care, Society for the Physically Handicapped, Sports Union for the Disabled, 

Stars of Hope Society, UNICEF,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rehabilitation 

programme), WHO and Wifaq Society for Relief and Development

 

파푸아뉴기니

Callan Service for Disabled Persons

필리핀

CBM(CBR Coordination Office), Simon of Cyrene Children’s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Foundati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and Philippines General Hospital(Department of 

Rehabilit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

Cheshire Homes South Africa,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South 

Africa Office, Leonard Cheshire Disability–South African Regional Office(SARO) and South 

African Non Government Organizations Network

태국

Asia-Pacific Development Center on Disability(APCD), Handicap International-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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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Regional Office–Thailand, Khon Kaen University(Faculty of Associated Medical 

Sciences), National Medical Rehabilitation Center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National 

Office for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우간다

Action on Disability and Development-Uganda, Busia District CBR Programme, CBM, 

CBR Africa Network,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Alliance, German Leprosy Relief 

Association, GOAL Uganda, Kyambogo University, Leonard Cheshire Disability–Uganda, 

Luzira Senior Secondary School, Mental Health Uganda, Ministry of Health, Minstry 

of Education and Sports, Ministry of Gender, Labour and Social Development,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blind in Uganda, National Union of Disabled Persons of Uganda, 

Sense International, Sightsavers International-Uganda, The AIDS Support Organizations, 

Uganda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Uganda Foundation for the Blind and Uganda 

Society for Disabled Children

베트남

CBM, Danang Rehabilitation and Sanatorium Hospital, Bach Mai Hospital(rehabilita-tion 

unit), Medical Committee Netherlands-Viet Nam and World Vision International-Viet Nam

짐바브웨

African Rehabilitation Institute, Cheshire Foundation, Clinical Research Unit, Epilepsy 

Support Foundation, Ministry of Health, National Association of Societies for the Care 

of the Handicapped, National Council of Disabled People in Zimbabwe, University of 

Zimbabwe, WHO and Zimbabwe Ope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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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의 배경

최소한 세계 인구의 10%는 장애인이며, 대부분이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에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들은 가장 취약하고 임파워먼트가 제일 적은 집단 중에 하나이다. 그들은 보건 의료, 교육, 노동, 생계에 접

근하는 기회가 부족하여 낙인과 차별을 너무 자주 경험한다.

CBR은 1978년에 WHO가 주최한 국제 기초 보건의료 회담(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mary 

Health Care)과 알마-아타(Alma-Ata) 선언에 따라 처음 추진되었다. CBR은 개발도상국가 장애인들의 재

활 서비스 이용을 개선하는 전략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다.

2003년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 CBR 검토회담(International consultation to review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에서 많은 핵심 권고안들을 만들었다(3). CBR은 실질적으로 ILO, UNESCO와의 

연계를 통해 재활, 기회균등, 빈곤 해소,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일반 지역사회 개발의 전략으로 

WHO 보고서에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다(4). 그리고 2005년 세계보건회의에서는 회원 국가들에게 “CBR 

증진과 강화”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장애예방과 재활에 관한(58, 23) (5) 결의안을 채택했다.

CBR은 현재 90개국 이상에서 실행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CBR 프로그램의 향후 발전 윤곽을 요구

하는 CBR 이해당사자들에게 해답을 준다. 더불어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30년 동안 실천되어진 CBR에 대

한 공통된 이해와 접근을 제공한다. 현재 알려진 전 세계의 모든 CBR을 한데 모아 실행의 준거 틀을 마련했

으며 실천의 구체적인 제안을 담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권리협약과 가이드라인 개발 동안에 만들어진 

선택의정서(6)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의 목표

● CBR 공동 보고서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CBR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  특히, 빈곤을 해소하는 국제 개발 추진에서 장애가 주류화 되도록 도와주는 지역사회 기반 포괄 전략

으로서 CBR을 발전시킨다.

●  이해당사자들이 보건, 교육, 생계, 각 사회영역 접근을 촉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지원한다.

●  이해당사자들이 개발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더 포함하고 참여시켜 그들의 임파

워먼트를 강화시키도록 권장한다.

CBR 가이드라인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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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드라인의 표적 독자층

● CBR 가이드라인의 1차 독자층

 - CBR 운영자(managers)

● CBR 2차 독자층

 - CBR 직원(Personal) 

 - 1차 보건 담당자, 교사, 사회복지사와 지역사회 개발 담당자

 - 장애인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

 - 장애인 당사자 조직 및 자조집단

 - 특히 지방정부 직원과 지역 대표자 등 장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무원

 - 국제 개발 조직, 비영리 조직 및 비정부 조직의 직원

 - 학자 및 교수

가이드라인의 범위

가이드라인의 주안점은 핵심 개념의 기초적인 개괄을 제공하며, CBR 프로그램들이 나아가야 할 목적과 

성과들을 찾아주고 이 목적들을 달성할 활동 방법을 제시한다(이 가이드라인은 미리 정해진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손상에 대해 특별한 해답을 주고자 설계되지 않았다. 다만, 의료적, 기술적 개입을 위한 제

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시키는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7개의 소책자로 구성된다.

●  1번째 소책자 – 소개 책자: 장애와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CBR과 CBR 매트릭스 개발

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운영의 장: CBR 프로그램 개발과 강화에 관한 운영 사이클을 개괄하였다.

●  2~6번째 소책자:  각 소책자는 CBR 매트릭스의 5개 영역(보건, 교육, 생계, 사회 그리고 임파워먼트)을 

각각 설명한다.

●  7번째 소책자 : 추가 책자 – CBR에 의해 역사적으로 간과되어 온 정신보건, 에이즈, 나병, 인도주의적 

위기 등 4가지 구체적인 의제를 대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의 개발 과정

2004년 11월에 ILO, UNESCO 그리고 WHO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65명의 장애인 당사자

와 CBR 개발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이 집단은 CBR 개척자 및 종사자, 장애를 경험한 개인, UN 조직의 대

표자, 회원 국가, 국제적인 비정부 대표 조직, 장애인 당사자 조직, 전문가 조직 등을 포함했다. 이 모임은 가

이드라인의 범위와 구조를 제공하는 CBR 매트릭스 초안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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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의 개발은 이후 자문위원회와 핵심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존하는 좋은 

실천을 반영하도록 했고, 30년 동안에 전 세계 수백 개의 CBR 프로그램들에서 기초 지식을 얻었으며, 핵심 

집단은 저소득 국가, 여성 그리고 장애인들의 대표성을 보장하여 폭넓고 광범위하며 참여율이 높은 집필 과

정을 선택했다. 각 분야에서 최소한 2명의 주요 필자들을 선발하고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과 협업하

여 초안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 총 150명 이상이 이 가이드라인 내용에 기여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폭넓은 간행 및 미간행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국제 개발과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가

장 좋은 사례와 저소득 국가들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저소득 국가들의 CBR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쉽게 접근되는 방법을 기술했다. CBR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얻은 사례연구를 

통해 요점을 설명하였다. CBR 증거 기반의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들의 삶의 경험에 있다는 인식하에서 CBR 

접근방식의 성과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초안 문서는 WHO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29개 국가의 광범위한 분야 검증을 거쳤다. 전체적으로, 300명 

이상의 이해당사자들이 초안 문서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작업에 관여했다. 초안 문서는 이에 기초하여 핵심 

집단에 의해 수정되고, CBR 전문가 집단, 장애인 당사자, UN 기구, 학자들에게 동료 검토를 받았고, 그 이

상의 수정은 핵심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가이드라인은 2010년 5월 19일에 출판이 승인되었다. 가인드라인의 내용은 제네바에 위치한 WHO 폭력 

및 상해 예방과 그리고 장애 관련 부처(Department of Violence and Injury Prevention and Disability)

에 의한 검토가 시작되는 2020년까지 유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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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개념의 변천

현재의 장애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장애 개념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살펴보

는 것이 유용하다. 역사적으로 장애는 종교나 주술적인 측면에서 거의 이해돼 왔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악

마나 영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장애는 지난 생의 악행에 대한 형벌로 종종 비춰졌다. 이런 

관점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전통적 사회에 남아 있다.

19세기와 20세기 들어와서는 과학과 의료가 발달되면서 장애를 다양한 건강 상태와 연동시켜 신체 기능

과 구조로 이해하는 생물학적인 관점과 의료적인 관점이 유포되었다. 개인의 문제로서 장애를 보는 의료적

인 관점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를 통한 치유와 의학적인 치료에 초점을 맞춘다.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 들어서면서 개인 의료모델은 도전을 받았고, 장애 사회모델 등의 사회적 접근

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 접근은 장애에 대한 의료적인 측면보다는 장애인들이 직면한 사회적 장벽과 차별

에 주안점이 맞춰졌으며, 장애는 개인의 문제보다 오히려 사회환경 문제로 재정의 되었고 해결책도 전문가들

에 의한 의료적 치료만이 아니라 장벽 제거와 사회적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장애 이해 변화의 중심에는 1960년대에 미국 남부지방과 유럽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뻗어나간 장애인 

당사자들의 운동이 있었다. 잘 알려진 슬로건인 “우리 없이, 우리의 문제를 논하지 말라!”라는 구호는 운동의 

영향력을 상징한다. 장애인 당사자 조직들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에 의한 기회균등 달

성에 주안점을 맞췄다. 그들은 장애인권 모델로의 전환을 촉진시킨 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

할을 했다(1).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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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이란(Iran)

협력 증진에 의한 임파워링

이란은 1992년에 CBR 프로그램을 2개 지역에서 실시했다. 그 프로그램은 성공했고 1994년에는 

확대되어 6개 주 내에 있는 6개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2006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30개 주

에 이르렀다. 복지부 산하 사회복지 조직들은 전국 CBR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을 지며, 지역사회 

담당자, CBR 중간 직원, 물리치료사, CBR 전문가, CBR 운영자를 포함한 6,000여 명의 직원들이 

CBR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국가차원 CBR 프로그램의 임무는 “신분, 인종, 가치관, 종교, 성, 나이,  장애 원인과 유형에 관계

없이 인식개선, 통합증진, 기본 욕구 충족과 보건, 고육과 생계 접근 증진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그

들의 가족, 지역사회를 임파워 시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각 지방의 “CBR 타운 센터”에서 수행되도록 대부분 분산된다. 이 센터들은 시골 지

역의 “건강주택 마을”과 도시 지역의 “보건소”를 포함한 1차 진료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활동

한다. 이 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 담당자들은 1~2주 정도 CBR 전략과 전국 프로그램 오리엔테이

션 교육을 받고 장애인들을 발굴하여 가장 가까운 CBR 타운 센터에 의뢰한다.

CBR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BR 훈련 매뉴얼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장애에 관해 교육한다.

- 교육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능력 향상과 물리적 접근 개선을 통해 통합교육을 촉진한다.

-  이용 가능한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있는 곳에 수술과 재활 서비스 등의 장애

인에 대한 전문가 서비스를 알아본다.

- 지팡이, 목발, 휠체어, 보청기, 안경 등의 보장구를 지원한다.

- 수입을 내는 활동에 필요한 직업훈련, 직무 코칭 그리고 재정 지원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한다.

- 스포츠와 여가활동을 포함하는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 생계지원, 교육, 주택개조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1992년부터 229,0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전국적인 CBR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아왔다. 현

재는 지방의 51%가 프로그램 대상이다. 목표는 2011년까지 모든 지방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모든 개발영역들 사이에 협력을 높이고 이란이 CBR을 계속 하기 위해 CBR 

협의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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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정의

앞에서 말한 다양한 관점들에 따라 여러 장애에 대한 정의가 있다. 가장 최근의 장애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능, 장애와 건강에 대한 국제적인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ICF))는 장애를 개인의 건강 상태와 물리적 환경과 장애에 대한 태도 등의 환경적 요인과 

연령이나 성별 등의 개인적 요인들이 상호작용 해서 나온 “손상, 활동 제한이나 참여 제한 측면을 포괄

하는 용어(2)”라고 명시하고 있다.

●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

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한 결과”로 명시한다(1).

사람들의 장애 경험은 극도로 다양해지고 있다. 여러 종류의 손상이 있고 사람들은 다른 방식들로 영향

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손상, 다른 사람은 이중적 손상을 갖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손상을 갖고 태

어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삶의 과정 속에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예컨대, 뇌병변과 같은 인지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 군대에서 다리를 잃은 젊은 군인, 당뇨병이 발병하여 시력을 잃은 중년 여성, 치매노인 등이 전

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적·정신적·지적·감각적인 손상이 장기간 동안 유지되

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1).

세계적인 추세

세계적으로, 가장 통상적인 장애 원인은 당뇨, 심장질환, 암 등과 같은 만성질환과 교통사고, 전투, 낙상, 

지뢰 등으로 일어나는 재해, 정신적인 문제, 그 밖에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결점, 영양실조, 에이즈, 전염병 등

이다(3). 정확한 전 세계 장애인 인구는 추정하기 매우 어렵지만, 그 숫자는 인구 증가, 만성질환 증가, 의료 

발전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3). 많은 저소득 국가들이나 중간소득 국가들은 영양실조

나 전염병 같은 전통적인 문제들과 만성질환과 같은 새로운 문제로 이중적인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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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빈곤과 장애

빈곤은 단순하게 수입과 돈이 부족한 것 이상의 많은 측면들이 있다. “빈곤은 경제력과 건강권, 적절한 주

거, 음식과 안전한 물과 같은 사회적 권리, 교육권을 악화시키거나 무력하게 만든다. 참된 시민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정치참여와 같은 정치적 권리와 개인의 안전도 마찬가지이다(11).”

“우리가 가난한 삶으로부터 한 영혼을 구하는 곳은 어디든지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임

무를 실패하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인권을 무너뜨린다(UN 사무총장 코피아난).” 

빈곤은 장애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이다(12).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장애인이 되는 것 같고, 장애인

은 더 많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모든 장애인은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저소득 국가에서 장애인

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 대표된다. 그들은 주류 개발 추진안에서 자주 무시당해 왔고 차별과 배제를 당

해왔기 때문에 건강, 교육, 주거, 생계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것은 더 큰 가난이나 만성적인 빈곤, 격리, 심지

어 빠른 죽음을 낳는다. 의료, 신체적 재활과 보조기구의 비용도 많은 장애인들의 빈곤 악순환에 기여한다.

장애의 해결은 모든 국가의 빈곤 위험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다. 동시에 빈곤 해결은 장애를 줄이는 것이

다. 따라서 빈곤은 장애인의 보다 질 높은 삶을 성취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하며, 이런 이유로 모든 CBR 프로

그램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는 장애인들의 보건, 교육, 생계 등의 기회가 보장되어 빈곤이 줄여드는 것이다.

BOX 2

세계 장애인 인구에 대한 통계

· 세계 인구의 약 10%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4).

· 장애인은 세계의 가장 큰 소수자를 구성한다(5).

· 추정되는 장애인 인구의 80%는 개발도상국에서 살고 있다(5).

· 추정되는 최빈곤 국가들 인구의 15~20%는 장애인이다(6).

· 62개 국가들의 장애인들은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7).

· 개발도상국들 장애인의 5~15%만이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8).

·  장애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보다 훨씬 덜 학교에 다니는 것 같다. 예컨대, 말라이, 탄자니아 공

화국에서는 아동들이 장애를 가지면 학교를 못 다닐 가능성이 두 배이다(9).

· 장애인 실업률은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수입도 비장애인보다 낮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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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

셀람이 새로운 삶을 얻다

셀람(Salam)이 8살 때 두통을 호소했다. 그녀의 가족은 어찌하는지 몰라 그녀를 성수를 받도록 여

러 번 교회로 보냈다. 그 성수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그녀의 시력까지도 천천히 잃게 했다. 어느 날, 

셀람은 안과가 있는 지역 보건소를 갔지만, 그들은 그녀를 치료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꼈고 대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보냈다. 그 병원에서 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려졌다.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셀람의 차례

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은 가난 때문에 그녀를 개인 병원에 데리고 갈 여유가 없었다. 그녀가 

대기자 명단에 올랐을 때에는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시력을 잃어갔다. 그녀

는 장애와 가난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고 그 결과로 점차 우울해졌다. 그녀가 집에만 있으면서 격리되어 

더 이상 친구들을 못 사귀었다. 그녀를 위해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가족은 그녀를 짐으로만 생각했다. 

그녀의 두통은 더해갔고, 구토하고 균형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죽음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

CBR 직원들은 셀람의 종양을 발견한 신경외과 전문 의사들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셀람은 

수술을 받았고 종앙이 제거되었다. 병원 당국과 의사가 수술비의 75%를 기부하였고, CBR 직원들은 나

머지 치료비의 25%를 감당했으며 가족들은 장거리 이동과

숙식을 지원했다. 현재 셀람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가난과 제도 그리고 치료 지연으로 그녀는 거의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CBR 직원들에 의해 이동 훈련을 받으면서, 셀람은 

지금 매우 독립적이며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녀는 점자도 배우고 있어서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다.

CBR 개입 때문에 셀람의 삶의 질이 극적으로 바뀌었고,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셀람과 그 가족의

 협력, 의뢰 센터와의 연계 그리고 전문가들과 병원 당국의 

지원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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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

2000년 9월에 UN 회원국들은 2015년까지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부터 보편적인 초등교육 제공까지

를 범위로 하는 8가지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를 채택했다(13). 이 국제적으로 동의된 개발 목표는 새

로운 세기를 시작하면서 세운 개발 목표의 기준을 대표한다. MDGs는 직접적으로 장애 분야를 언급하지

는 않지만, 각각의 목표는 장애 분야와 기본적인 연관이 있어서 장애 의제를 고려하지 않고 이 목표는 완

전하게 성취될 수 없다(14). 따라서 2009년 11월, 제64차 UN 총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or person with disabilities)」실현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A/

RES/64/131)(15).

장애 포괄적인 개발(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포괄 개발이란, 모든 사람들 특히 경계선상에서 차별을 받는 이들을 포함하고 관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시골이나 외딴 지역사회나 슬럼가에 사는 장애인이나 그의 가족들은 국제개발 추진내용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국제개발과 정책과정과 정책에 의미 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장애포괄 개발이 긴요하다(17).

국제개발 아젠다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주류화 되거나 포함되는 것은 장애인의 평등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18). 장애인이 기회 창출에 기여하고 개발의 이익을 공유하며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중 병

행 접근(twin-track approach)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ⅰ) 장애 문제가 국제 주류 개발사업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며 ⅱ) 장애인에게 주안점을 더 맞추거나 장애인을 핵심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꼭 필요한 곳에

서 실행되는 것이다(12).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세부적으로 제안되는 CBR 프로그램 활동들이 이런 접근에 

기초하는 것이다.

개발에 있어서 지역사회 기반 접근

국제 개발은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위치에 있는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지역사회 참여 없이 설계되

BOX 4

장애인의 포괄 - 세계은행

“장애인이 주류 개발 안에 진입되지 않으면, 2015년 상반기 내에 빈곤을 없애거나 모든 소년소녀

들의 초등교육 달성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2000년 9월 UN 새천년 회의에 참가한 180 국가들 정

상들의 합의 내용]이다”

- 전 세계은행 총재, 제임슨 울펜손, 2002년 12월 3일, 워싱턴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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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의하달 방식으로 종종 시작된다. 현재는 개발의 필수 영역 중에 하나가 개인, 집단, 조직이나 대리자의 

자격으로 계획, 실행,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개발과정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인정

되었다(19). 지역사회 기반 접근은 개발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르러 보다 포괄적이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많은 대행기관들과 조직들이 

지역사회 접근 개발을 증진한다. 예컨대 세계은행은 

지역사회 주도 개발(Community Driven Development)을

 증진하고(20) WHO는 지역사회 기반 정책

(Community-based Initatives)을 촉진하고 있다(21). 

인권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국제적으로 동의된 기준이다(22). 모든 사람들은 국적, 거주 지역, 성, 나

이, 국가, 인종, 피부색, 종교, 기타 지위와 무관하게 교육권과 적절한 음식, 주거, 사회보장 등의 그들의 인권

을 동등하게 부여받는다(23). 이 권리들은 1948년에 UN 모든 회원 국가들뿐만 아니라(24), 장애인과 같은 

특정인구 집단범주에 주안점을 맞춘 인권 협약들에 의해 채택된 인권선언에 단언되어 있다(22).

장애인권리협약

2006년 12월 13일 UN 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통과시켰다. 이 협약은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표준 규범(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 with Disabilities(1993)

(25), 장애인을 고려한 세계 행동 프로그램(World Progra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1982)(26), 그리고 존재하는 인권 틀에 대한 보완과 같은 수 년 동안에 장애인을 위해 활동해 온 결

과이다. 이 협약은 각 국가들의 정부 대표자, 국가 인권기구, 비정부기구, 장애인 당사자조직위원회를 통해 개

발되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1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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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은 장애인의 접근권, 개인적인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재활권, 노동권 같은 많은 핵심 분야를 대

상으로 하고, 정부가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을 위

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다른 사람처럼 주어진 권리에 통합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에 있어서 인권 기반 접근

인권과 개발은 긴밀하게 연계된다. 인권은 개발의 기초적인 

부분이고, 개발은 인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27). 결과적으로,

 많은 대행기관들과 조직들은 그들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인권 기반 접근을 활용한다. 그러나 인권 기반 

접근에 대한 보편적인 방안들은 없으며, UN은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한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28).

· 인권을 완성한다. -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의 주요한 목적은 인권 완성이어야 한다.

·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따른다. - 국제적인 인권 협약들의 원칙과 기준은 모든 영역의 개발 협력과 프로

그램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실행의 관계(상황 분석, 계획 및 설계, 실행 모니터링, 평가)등에서

도 지켜져야 한다("BOX6 장애인권리협약 일반원칙"을 보라).

·  권리 소유자와 의무 수반자에게 추론한다. - 아동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는 권리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 소유자들은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다. 교육부는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

무 수반자이고,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 출석하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 수반자인 것처럼, 의

무 수반자는 권리 소유자가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나 조직이다.

BOX 5

장애인 권리의 새로운 시대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전 세계 6억 5천 장애인의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보여준다.”

- UN 안전보장이사회 사무총장, 코피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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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R

초기

1978년 알마-아타 선언(29)은 WHO의 “모두를 위한 건강”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기본적인 의료를 

지지하는 첫 번째 국제적인 선언이었다(30). 일차적인 의료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들의 건강 수준을 유지

하기에 필요한 서비스와 조건들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알마-알타 선언에 따르면, WHO가 CBR를 도입했다. CBR의 시작은 일차적인 의료와 지역사회 자원들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기초적인 서비스 전달이며, 특히 저소득 국가의 장애인과 밀접한 기초적인 의료와 재활 

서비스를 실현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란, 몽골, 남아프리카, 베트남 등 많은 국가들의 보건 관련 정부 부처

들은 기초 보건의료 종사자를 활용하여 CBR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초기 프로그램들은 신체적인 치료, 보

조기기와 의료처치나 외과수술에 주안점이 맞춰졌다. 어떤 프로그램은 교육 활동과 기술 훈련이나 소득 보

장 프로그램들을 통한 생계유지 기회도 제공하였다.

1989년에 WHO는 CBR 프로그램과 장애인, 가족, 교사, 지역의 지도자, 지역재활위원을 포함하는 이해당사

자들을 지원하고 안내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훈련(Training in the commun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매뉴얼을 발간했다(31). 이 매뉴얼은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저소득 국가들에서 활

용되는 중요한 CBR 문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더하여 「장애 마을 어린이 : 지역사회 보건 의료 종사자와 

가족을 위한 가이드(Disabled village children : a guide for community health workers, rehabilitation 

wokers and families)」는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CBR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32).

1990년대 수많은 CBR 프로그램 성장과 함께 CBR 개념에 변화가 생겼다. ILO, UNESCO, UNDP, 

UNICEF와 같은 다른 UN  기구들이 관여되자 다부문 접근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1994년, 첫 CBR 공동 

보고서가 ILO, UNESCO, WHO에 의해 발간되었다.

25년간의 CBR 검토

2003년 5월에 WHO와 파트너십을 맺은 다른 UN 기관과 정부 그리고 전문가 조직들과 장애인 당사자 조

직들을 포함하는 국제 비정부 조직이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서 CBR를 검토하기 위해 국제 자문회의를 개최

했다(33).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두고 CBR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빈곤 해소, 주어진 빈곤은 장애의 핵심적인 결정 요인이면서 결과

· 지역사회 관여와 주인의식 증진

· 다중 부문 간 협력의 개발과 강화

· 프로그램에 장애인 당사자 조직의 관여

· 프로그램의 평가

· 증거-기반의 실천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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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R 공동 보고서

2004년에 ILO, UNESCO와 WHO는 헬싱키 권고를 수용하면서 CBR 공동 보고서를 첫 번째로 갱신했

다. 갱신한 보고서는 ‘서비스 전달’에서 ‘지역사회 개발’로 CBR 접근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반영하게 되었다. 

CBR을 “일반 지역사회 개발 내에서의 재활, 빈곤 감소, 기회평등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적 포괄을 위한 하나

의 전략”으로 재정의하고 “장애인 자신과 조직, 그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결합된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및 비정부 조직의 보건, 교육, 직업, 사회, 기타 등 관련 서비스 간의 병행된 노력”을 통한 CBR 프로그램의 실

행을 촉구하고 있다(34).

이 보고서는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사회 복지와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에 장애인들도 접근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인권을 강조하고 빈곤에 대한 조치, 정

부 지원과 정책 개발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의 CBR

CBR 매트릭스

보다 폭넓고 다중적인 영역의 전략으로 발전하는 CBR 매트릭스는 2004년에 CBR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골격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그림 1). 이 매트릭스는 보건, 교육, 생계, 사회, 임파워먼트 5가지의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5가지 영역 중에 앞에 4가지 영역은 CBR 다 부문에 초점을 반영하는 핵심 개발 

영역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1가지 영역은 각 개발 영역에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삶의 개선과 인권 향유

에 근본이 되는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것이다.

CBR 프로그램은 CBR 매트릭스의 모든 영역과 요소가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매트릭스는 대신

에 지역사회의 욕구, 우선순위 그리고 자원을 가장 잘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CBR 프로그램이 다루지 못한 부문(Sectors)의 혜택에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CBR 

프로그램은 이들 부분들과 파트너십과 연대를 이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운영에 관한 장은 CBR 매트

릭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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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BR 매트릭스

CBR 원칙

CBR 원칙은 아래에 요약해 놓은 장애인권리협약(1)의 원칙에 기초한다. 향후에 제안된 두 가지 원칙은 권

익옹호를 포함한 임파워먼트("임파워먼트영역"을 보라)와 지속 가능성(“운영의 장”을 보라)이다. 이 두 가지 원

칙은 CBR 모든 실천 측면의 지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BOX 6

장애인권리협약 3조: 일반적인 원칙(1)

협약에 명시된 원칙은 다음과 같다

a.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b. 비차별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및 통합

d.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e. 기회의 균등

f. 접근성

g. 남녀의 평등

h. 장애 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중, 고등교육

교육보건

건강증진 조기 보육과 교육 기술개발 활동보조
권익옹호 및 

의사소통

지역사회 동원

정치 참여

자조집단

장애인 당사자 조직

관계, 결혼 

그리고 가족

문화와 예술

레크레이션
여가 그리고 스포츠

사법

자영업

유급고용

금융 서비스

사회보호

초등교육

비정규 교육

평생교육

예방

의료

재활

보조기구

생계 사회 임파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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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아가기

CBR 가이드라인은 CBR이 장애인권리협약을 실행시키는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CBR 프로그램이 입

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1) 지역사회 기반 포괄 개발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CBR은 장애인권리협약이 지역사회 수준에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다 부문에 걸쳐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

는 전략(multisectoral, bottom-up strategy)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철학과 정책을 제공하는 반면, CBR

은 실행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이다. CBR 활동은 장애인의 기본욕구 해결과 빈곤 해소, 건강, 교육, 생계지원

과 사회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 설계된 것이며 이 모든 활동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목표를 완성하는 것이다.

CBR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국제 개발 사이의 관계를 이어준다. 포괄사회 혹은 ‘모두를 위한 사회’에 기여

하는 CBR 가이드라인은 사회가 모두를 포괄하게 하므로 장애인과 그의 가족의 역량을 강화케 하는 개발의 

주요 영역을 표적으로 한다.

BOX 7

CBR 프로그램이 변화를 가져오다

CBR은 지역적 수준에 맞게 장애인권리협약의 혜택이 장애인들에게 미칠 수 있게 한다.

·  장애인권리협약 대중화 � 적극적으로 협약을 홍보하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

준다.

·  이해당사자들의 협력 - 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 조직들을 포함한 비정부 조직과 

지방 정부가 함께 일하게 한다.

·  권익 옹호 - 반차별 법률과 보건, 교육, 고용과 관련된 전국이나 지역 차원의 정책을 개발하거

나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케 한다.

·  지역과 전국 차원의 간격 조정 -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지원한다. 지역

의 장애인 당사자 조직들이 강화되어서 지역과 전국 수준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  지역의 실행계획 수립 지원 및 모니터링 � 지역 실행계획 개발에 기여하는 것은 구체적인 활동

과 장애 이슈를 지역 공공정책에 결합시키는데 꼭 필요한 자원들과 그리고 부문 간 공동 작업

을 달성하는 것이다.

·  프로그램 활동- 가난하고 시골에 사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보

건, 교육, 생계 지원과 사회서비스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활동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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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와 증거

CBR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므로, 개발 추진내용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다부문적인 전략이라 하겠다. 사실 이러한 입장은 CBR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자들에게 어려운 도전이 된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조사연구, 다양한 장애 경험과 CBR, 

CBR 프로그램들의 평가, 국제적인 개발 분야에서 유사한 접근방법들로부터 도출한 가장 좋은 실천 활용을 

통해 일련의 증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고 있다.

최근에 저소득 국가들에 관한 CBR 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강력하게 증가했다(35). 개별적인 연구보

다 오히려 발행된 CBR 연구에 대한 리뷰와 다른 문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  CBR 유형 프로그램의 효과성과(36, 37) 높은 효과(38)가 입증되었다. 성과는 자립 증가, 이동성 증진, 

소통 기술 제고 등을 포함한다(39). CBR의 비용 효과성에도 암시되기도 한다(36, 37, 38).

·  고소득 국가 뇌병변 장애인 재활의 지역사회 기반 접근에 대한 연구의 체계적인 문헌고찰 결과는 적어

도 전통적인 방식보다 CBR이 효과적이며, 장애인 당사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정신적 안정과 사회 적응

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40, 41, 42, 43). 

·  CBR과 관련된 생계지원 개입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의 소득을 증대시키고(39), 자존감과 사회참여

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44).

·  CBR이 교육 현장에서 장애아동과 성인장애인들의 조정과 통합을 지원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38, 39, 36).

· CBR 접근은 서비스 전달에서 지역사회 담당자 교육을 구조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 입증되었다(38). 

·  고소득 국가들에서 나타난 비슷한 연구처럼 CBR 활동은 지역사회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적응을 긍정적으로 높여주는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들을 남겼다(38, 3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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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도입 부분에서 기술된 CBR 매트릭스는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보건, 교육, 생계, 사회, 임파워먼

트) 각 영역에 관련 요소들이 있다. 이 영역들은 새로운 CBR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본

적인 틀을 제공한다. 공통의 매트릭스가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CBR 프로그램은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

적, 정치적 광범위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독특한 차이를 갖게 된다. 이 장은 지역의 욕구, 우선순

위, 자원에 맞는 적절한 CBR 프로그램의 영역과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기초적

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모든 CBR 프로그램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개발을 안내해 주는 보편적인 단계가 있다. 이 단계들은 보통 

총괄하여 운영 사이클이라고 하며, 상황 분석(1단계), 계획과 설계(2단계), 실행과 모니터링(3단계), 평가(4단

계)로 구성된다. 이 장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각 단계들의 중요한 측면들을 이해하여 핵심적인 이해당

사자들을 포괄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들과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운영 사이클을 보다 더 자세하

게 기술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모든 CBR 프로그램이 꼭 따라야 할 정해진 접근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프로그램은 종종 정부나 모금 기관 등과 연관되어 개발되며, 이들은 프로그램 개발방법에 대한 

꼭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장은 주로 새로운 CBR 프로그램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현

존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시 유용하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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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8 인도(India)

통합사회를 가동하다

모빌리티 인도(Mobility India)는 인도 방가로(Bangolore)에 기반을 둔 비정부 조직이다. 1999년 

이후로,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와 질 높은 생활을 보장하는 통합사회를 목표로 CBR을 추진해 왔

다. 모빌리티 인도는 3곳의 다른 지역에서 CBR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방가로의 도심 슬럼지

역, 방가로에서 35킬로미터 떨어진 주변 지역(Anekal Taluk), 그리고 방가로에서 210킬로미터 떨

어진 시골 지역(Chamrajnagar)이다.

이 3개 지역에서 실행되는 각각의 CBR 프로그램은 자조집단 조직 촉진,  보건, 교육, 생계 및 사

회활동 기회 지원, 지역사회 동원화 등과 같은 공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반면에, 그들이 처한 다

른 맥락에 따라 독특한 차이를 드러낸다.

모빌리티 인도는 평가를 통해 수 년 동안에 소중한 운영의 교훈을 배워 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 운영 사이클 모든 단계에서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다.

· CBR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적절한 상황 분석을 한다.

· 명확한 지표가 개발되도록 초기 기획에서 내실 있는 투자를 한다.

·  이해당사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서로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한다. 지방 정부와

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다.

· 장애인뿐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에 혜택을 주는 활동을 시작하다.

· 장애인들과 특히, 여성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지역사회에서 CBR 직원을 모집한다.

·  능력 향상(Capacity building)은 지속적인 과정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주민, 

서비스 제공 기관, 지역 대표자나 의사결정자 등의 

모든 사람들을 이 과정에 포함시킨다.

· 성공과 실패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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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CBR 프로젝트와 CBR 프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인가?

CBR 프로젝트와 CBR 프로그램은 세계 각지에서 실행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 CBR 프로젝트는 항상 범위가 좁고, 보건 등의 CBR 매트릭스 한 가지 영역의 매우 구체

적인 성과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시작하는 지점과 종결하는 지점이 정해져 있으며 단기적이다. 

CBR 프로젝트는 아르헨티나, 부탄, 콜롬비아, 스리랑카, 우간다처럼 정부 지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지역사회 

조직이나 비영리 조직에 의해 대게 시작된다. 중국, 이집트, 이란 등에서 시범 사업이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된 것처럼,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프로그램의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CBR 프로그램은 관련

된 여러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것들은 보통 완성 기한이 없고 장기간이며, 프로젝트보

다 더 범위가 넓고 복잡하다.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이렇게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본 장은 두 가지 모두를 

언급하는데 “프로그램”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 장에서 논의되는 운영 사이클과 CBR 가이드라인의 다른 

영역에서 개괄적으로 제시되는 성과, 주요 개념 그리고 제안 활동 등에서도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자 한다.

시작하기

CBR은 보통 정부나 관련 비영리 조직 등 지역사회 밖의 자극으로 시작된다(1). 그 관심이 지역사회 외부

든 내부이든 중요한 것은 자원 활용이 가능하며 지역사회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실행하는 준비가 되어 있

느냐 하는 것이다(아래 “참여형 운영”을 보라). 정부 부처, 부서, 지역 관료나 조직이 CBR 매트릭스의 모든 영

역들을 실행하기 위한 CBR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기대되지도 않는다. CBR 각 영역을 책

임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부문

(sector)은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의 욕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고무되어

야 한다. 예컨대,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정부 기관이나 비정부 조직은 보건 영역들을 책임지고,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부처나 비정부 조직이 상호 협력해서 교육 영역들을 책임지도록 한다. 

지리적인 범위

CBR 프로그램은 지역 차원, 지방 차원,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일 수 있다. 그 범위의 유형은 프로그램 실

행자와 개입 영역,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 따라 달라진다. 시골 지역을 포함하여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장애

인과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수도나 큰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CBR 기획자의 과제는 지역사회의 욕구 실현과 지역에 존재하

는 자원으로 사람들의 집과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1단계 상황 분석”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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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R 운영 구조

각 CBR 프로그램은 각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종합적인 CBR 운영 구조

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전 세계에 존재하는 프로그램들에 기초하는 운영 구조의 일부 사

례들은 이 책자의 끝에 제시되어 있다(“부록”을 보라).

많은 경우, 위원회는 CBR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고 권장된다. CBR 위원회는 보통 장애인

들과 그들의 가족, 관심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정부 대표로 구성된다. 다음과 같은 일에 위원회를 활용한다.

· CBR 프로그램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한다.

· 욕구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파악한다.

· CBR 직원과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

·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자원을 동원한다.

· CBR 프로그램 운영자를 지원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참여형 운영

모든 CBR 프로그램 운영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맥락 중에 하나는 참여이다. CBR 프로그램 운영자는 대부

분의 상황에서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이해당사자, 특히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

이 프로그램의 모든 운영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당사자들은 그들의 경험 공유, 관

찰과 추천을 통해 소중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운영 사이클을 통한 그들의 참여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가 그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도록 도와준다(“1단계: 상황 분석”을 보라).

CBR 프로그램을 지속하다

좋은 의도는 CBR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것을 도와주지만, 그 의도만으로 프로그램을 지속하기에 결코 충

분하지 않다. 대체로, 정부 주도, 지원 프로그램들이 시민사회 프로그램들과 비교하여 더 많은 자원을 제공

받고 더 풍부하며 지속성이 더 좋다. 그렇지만,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실행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더 많은 참여와 주인의식을 확실하게 보장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정부 지원이 있고 문화, 

재정, 인적 자원, 행정지원과 같은 지역적 요인들과 지역의 관료와 장애인 당사자 조직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들의 지원에 대해 민감한 CBR은 대부분 성공해왔다.

CBR 프로그램 지속성을 위한 일부 필수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효과적인�리더십 – CBR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운영 리더십이 없이 유지되기 어렵다. CBR 프로그램 운

영자은 동기부여, 영감 주기, 방향 제시, 프로그램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이해당사자 지원에 대

해 책임을 진다. 따라서 헌신적이고 의사소통이 뛰어나고 이해당사자 집단들과 지역사회의 폭넓은 존경

을 받는 강력한 지도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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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 만약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일한다면, CBR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사회와 경쟁하고 서비스가 

중복되어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 파트너십은 주류적인 기회, 더 큰 범위의 지식과 기술, 재

정적인 자원들에 의해 CBR 프로그램을 지속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정부의 법과 정책에 

영향을 주는 추가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준다. 많은 경우에 서비스 동의서, 양해각서, 계약서와 같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파트너십을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  지역사회�주인의식�- 성공적인 CBR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의 강한 주인의식이 있다. 이것은 모든 운영 

단계들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보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지역자원�활용 - 외부 자원들로부터의 인력, 재정, 물질적 자원에 대한 의존성 경감은 더 큰 지속성을 

보장한다. 지역사회는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자원을 사용하도록 권장 받아야 한

다. 지역 자원 사용은 국가 자원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 자원 사용은 다른 국가의 자원보다 우선되

어야 한다. 

·��문화적�요인�고려 - 문화적 다양성은 서로 다른 집단을 같이 연합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할 수

도 있다. 다양한 맥락에서 CBR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풍습과 전통에 영향을 미칠 방

법과 예상되는 프로그램 운영상 저항과 이 저항을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에 

관한 올바르지 않는 의식과 행동 사이의 조화를 찾고, 지역적 맥락과 적합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능력�향상 – 이해당사자들이 CBR 프로그램을 계획·실행·모니터링과 평가하는 능력을 쌓는 것은 지

속성에 기여할 것이다. CBR 프로그램은 강력한 인식 개선과 이해당사자들 간에 능력을 쌓도록 도와주

는 훈련 영역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들 간에 임파워먼트는 주요 정책에 포괄되기 위한 권익

옹호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  재정적�지원 – 모든 CBR 프로그램에서는 안정된 재정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자금, 기

부 자금(국내외 프로포절 제출 물품 후원이나 혹은 협찬), 자체 수익(물품 판매, 서비스 수수료, 소액금

융)이 포함된 다양한 자금 방안들이 활용될 수 있다.

·  정치적인�지원 - 전국적인 CBR 정책과 프로그램, 네트워크 그리고 필수적인 재정 지원은 장애인권리협

약의 혜택과 개발 추진 내용이 모든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이르도록 한다. 장애 포괄에 대한 정

부의 입법과 정책은 보건, 교육, 생계지원, 사회참여의 서비스와 기회 접근의 측면에서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지속되도록 보장한다.

CBR 프로그램 범주를 확장하다

CBR 프로그램의 범주 확장(scaling up)은 프로그램 성공의 영향을 넓히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인데, 예컨대,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에 의해 CBR이 확장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장애 

이슈들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기여하여 정책 변화와 장애관련 자원 배분의 지원도 증가시킬 것이다. 프로

그램 확장을 위해서 ⅰ) 프로그램 효과성의 증명, ⅱ) 장애인과 가족에 의한 수용, ⅲ) 지역사회의 동의, ⅳ) 

충분한 재정 지원, 그리고 ⅴ) 명확한 법률 제정과 정책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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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R 프로그램은 범주가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지리적 범주 확대인데 

그것은 프로그램을 한 지역 이상, 여러 지역이나 지방에서 전국적인 차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

반적으로 CBR 프로그램은 범주 확대를 고려하기 이전에 결과 달성과 이를 보여주기 쉬운 작은 지역에서 시

작하도록 한다. 많은 CBR 프로그램이 특정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안점을 맞추며, 다른 종류의 손상을 

가진 사람들에까지도 범주를 넓혀가기도 한다.

운영 사이클

CBR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운영과정을 사이클로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된

다(그림2). 이것은 모든 주요한 부분들이 고려되도록 하며, 모든 부분들이 일치되도록 하고 다른 것과 연관시

키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 운영 사이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성된다.

 

4. �평가 – 이 단계는 성과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와 프로그램의 결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등의 프

로그램의 종합적인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한다.

<그림 2> 운영 사이클
1.  상황�분석 – 이 단계는 장애인들과 그의 가

족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될 필

요가있는 문제들과 이슈들을 확인한다,

2.  계획�및�설계�– 다음 단계는 CBR 프로그램

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과 이슈들을 결정하

고 해결하는 방법을 기획하는 것이다.

3.  실행�및�모니터 - 이 단계에서 프로그램이 수

행된다. 미래의 프로그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검토가 이루

어진다. 

1. 상황분석

2. 기획과 설계3. 실행과
    모니터링

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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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황 분석

도입

 

상황 분석의 목표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답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획자들이 장애인과 가족들

이 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장 적절한 실천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상황 분석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당사자와 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주요 문제와 프로그램 목표를 정하고 지역사회 내에 활

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CBR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운영 사이클에 있어서 중요한 단

계이다(“2단계 기획과 설계”를 보라).

수반되는 단계 

상황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수반한다.

1. 사실과 통계(figures) 수집

2. 이해당사자 분석

3. 문제 분석

4. 목표 분석

5. 자원 분석

사실과 통계를 수집한다

기초적인 사실과 통계 수집은 이미 알려진 장애인과 그들의 생활하는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향

후 평가를 위해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기초 선을 제공한다(“단계 4 평가”를 보라). 사실과 통계 수집은 

전국 차원, 지방이나 지역 차원의 환경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에 관한 것이다.

CBR 프로그램이 실제적인 욕구에 부응하고 비

용-효과적이며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

회의 독특하고 밀착된 정보에 근거를 두어야만 한

다. 계획자는 CBR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

한 것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종종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런 정

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CBR 운영의 첫 번째 단

계는 상황 분석이 되어야 한다.

1. 상황분석

2. 기획과 설계3. 실행과
    모니터링

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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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인구 - 장애인 수, 연령, 성별, 장애 유형 등

· 생활환경 - 주거 형태, 위생 상태

·   건강 상태 - 사망률, 사망 요인과 질병 요인, 

지역 보건 서비스 

· 교육 – 장애아동 수, 취학률, 문맹률

· 경제 상태 – 수입원, 일일 평균 임금

·  정부 - 정책과 법, 장애에 대한 관심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과 실행 정도, 접근성 기준과 규정

· 문화 - 문화 집단, 언어, 장애에 대한 관습과 태도

· 종교 – 신념과 종교 집단

· 지리와 기후

사실을 발견하는 일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서

류나 데이터를 검토한다. 서류나 데이터는 인터넷, 정부 출간자료, 단행본, 혹은 연구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해당사자를 분석한다

모든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을 파악하여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운영 

사이클의 시작부터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해당사자 분석은 CBR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거

나, 그것들에게 기여하거나 영향을 주는 개인, 집단, 조직을 파악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해당사자 분석은 

CBR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거나 이에 기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집단, 조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해당사자를 파악해내고, 영향력의 정도를 문서화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도로 그릴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 SWAT 분석은 이해당사자 집단의 강점과 약점, 직면한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을 분석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다. 

핵심적인 이해당사자 역할과 책임

많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은 이해관계의 분석을 하는 동안에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지역사회 리더, 교사 등), 시민사회(비정부 조직, 종교 조직, 여성 집단), 장애인 당사자 

조직과 정부 관료가 포함될 수 있다(그림 3). CBR 직원들과 운영자들도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은 기술, 지식, 자원, 네트워크를 가져오게 되며, CBR 개발과 실행에 관

한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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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가족

장애인과 가족은 CBR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의 역할과 책임은 CBR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

하게 제시될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CBR 프로그램의 모든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지역의 CBR 위원회에 참여한다.

· 자원봉사자로서 관여하고 CBR 직원으로도 일한다.

· 예를 들어 장애인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장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이를 없애도록 한다.

지역사회

CBR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CBR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고 다음과 같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한다.

· 장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교육기회에 참여한다.

·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믿음과 태도를 바꾼다.

·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을 지역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장벽에 관심을 갖는다.

· 모본이 되어 모든 활동에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을 포함시킨다.

· CBR 프로그램의 자원(시간, 돈, 장비)을 기부한다.

·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장애의 원인을 해결한다.

· 장애인과 가족의 욕구가 있을 때 지원과 지지를 보낸다.

<그림 3> CBR의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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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시민사회 조직과 집단들의 역할과 책임 수준은 국제적 차원,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 지역사회적인 차

원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의 역할과 책임은 장애 및 CBR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 그리고 관여 수준에 의해 역

시 영향을 받는다. 많은 비정부 조직들은 역사적으로 CBR 활동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현존하는 

모든 CBR 프로그램들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그들의 역할과 책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정부지원이 부족할 때에 CBR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다.

· CBR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적 지원, 자원, 훈련을 제공한다.

·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뢰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지원한다.

· 여타 이해당사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CBR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기존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장애를 주류화시킨다.

· CBR의 평가, 조사, 그리고 개발을 지원하다.

장애인 당사자 조직

장애인 당사자 조직들은 CBR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자원이고, 많은 장애인 당사자 조

직들이 오늘날 CBR 프로그램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현저하게 많이 한다. 

그들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것이다.

· 장애인의 이해를 대표한다.

· 장애인의 욕구에 대해 조언한다.

· 장애인들에게 권리에 대한 교육을 한다.

·  정부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예를 들어,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는 프로그램 실행, 장애인의 권리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도록 권익옹호와 로비를 한다.

· 장애인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CBR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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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 이슈는 정부의 각계각층(보건, 교육, 고용, 사회 영역 등)에 연관된다. 그들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차원에서 CBR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운영을 주도한다.

· 장애인의 권리를 지원하는 적절한 법과 정책의 틀을 보장한다.

· CBR에 관한 국가 정책을 개발하거나, CBR이 재활 혹은 개발 관련 정책의 전략에 포함되도록 하다.

· CBR 전략 실행을 위한 인적, 물질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한다.

·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모든 공공 프로그램, 서비스 그리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국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CBR을 이의 운영방법이나 서비스 전달기제로 발전시킨다.

CBR 운영자

누가 CBR 프로그램의 추진과 실행을 책임지느냐 그리고 얼마나 CBR 프로그램이 지방분권화 되어 있느냐

(프로그램이 전국, 지역, 지방 수준 중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자 측의 역할과 책

임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CBR 운영자들의 일부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것을 포함한다.

· 운영 사이클의 각 단계를 촉진한다.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책, 시스템, 절차를 분명히 한다.

· 지역사회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 한다,

· 이해당사자들이 운영 사이클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성취와 발전에 대해 잘 알도록 한다.

· 예를 들어 재정적, 인적, 물질적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한다.

· 지역사회 역량을 키우고, 장애 이슈가 개발 영역의 주류 문제가 되도록 하다.

· 업무와 책임을 위임받아 일상 활동을 관리하다.

·  CBR 직원을 지지하고 지도‧감독(supervising)한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

하게 하고, 성과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든다.

· 프로그램 진행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한다.

CBR 직원

CBR 직원은 CBR의 핵심이고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자원이다. CBR 직원의 역할과 책

임은 CBR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해질 것이지만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을 발굴하고, 그들의 기능에 대한 기초적인 사정을 실시하고, 간단한 치료적 개입을 제공한다.

·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해 가족을 교육하고 훈련시킨다.

·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 및 후속조치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에

게 이 서비스를 연계한다.

· 장애인들이 모여서 자조집단을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

· 보건소, 학교 그리고 직장과 접촉하여 장애인의 접근권과 통합을 위해 옹호 활동을 한다.

· 장애인이 가족과 지역사회 생활에 통합되기 위해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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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베트남 정부의 CBR 프로그램 -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수준 이해당사자 역할과 책임

마을

(village)
장애인과 가족

가정 기반 재활 실행, 주거환경 맞춤, 연대 

형성, 협력자(자원봉사자)로서 일함

마을

(village)
CBR 자원활동가

초기 진단, 연계와 후속 조치, 데이터 수집, 

보고, 인식 개선, 동기 부여, 장애인, 가족

과 지역사회 권익옹호 지원, 기타 분야와 연

계 형성

읍면동

(Communeclusters 

of village)

운영위원회, CBR 직원

운영, 조정과 협력자들의 활동에 대한 지

원, 보고, 자원동원과 배분, 가정 기반재활 

서비스 실행, 장애인 당사자 조직 활성화

사군구

(District)

운영위원회, CBR 운영자, CBR 

사무총장, CBR 교육가 및 전

문가

운영과 조정, 모니터링, 가정 기반 재활 지

원, 진단, 사정, 교육, 자원배분

시도

(Province)

운영위원회, CBR 운영자, CBR 

사무총장, CBR 교육가 및 전

문가

정책개발, 자원배분, 시설 기반의 개입, 전

반적인 조정 및 운영, 모니터링과 평가, 가정 

기반의 재활서비스 지원, 진단, 사정, 교육

전국

(National)

고급 교육집단, 전문가, 정책 

입안자

정책개발, 물자개발, 시설 기반 개입, 교육, 

조사 연구

문제를 분석한다

CBR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인들과 그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다. 문제 분

석은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과 효과나 결과를 찾는 것을 도와준다. 주요 문제가 찾아지

면 CBR 프로그램을 수행할 핵심 의도가 된다(“프로그램 계획을 준비한다”를 보라). CBR 가이드라인의 각 

영역과 요소에서 CBR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목적은 “CBR의 역할”에서 강조된다.

문제 분석은 앞에서 찾은 핵심 이해당사자 집단들과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이슈에 대한 핵심 이해당사자 

집단의 관점이 없으면, 문제의 성격, 욕구, 해결이 명확해지지 않는다. 워크숍은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문제해

결을 수행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고 이해하는 관점을 공유하고 목적과 활동을 수립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

렇지만, 더 취약한 계층들이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들과 함

께 개별 워크숍을 수행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문제 분석 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많이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 “문제 나무(Problem tree)”는 아마도 가장 

일반적이고 폭넓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이다(3, 4). 문제 나무는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꼭대기 

부분이 문제 효과를, 맨 아래 부분은 원인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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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분석

목표 분석은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데 출

발점을 제시한다. 목표 나무는 이 분석을 완전하게 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며, 문제보다 오히려 목표를 본다는 점

만 제외하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 분석 나무와 비슷하다. 

문제 나무가 활용됐다면 목표 나무로 쉽게 변화될 수 있

을 것이다. 목표 나무를 완성한다는 것은 문제 나무의 원

인(부정적인 것들)이 목적 진술(긍정적인 것들)로 변환된

다는 것이다. 분석과정에서 목표를 확인하는 것은 계획과 

설계 단계에 있어서 중요하다. 많은 문제들과 목표들은 보

통 프로그램 사이클의 이 단계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프

로그램이 주안점을 둔 핵심적인 영역들을 우선적으로 처

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기획과 설계”를 보라).

자원을 분석하다

모든 지역사회는 비록 그것이 매우 열악할지언정, 자원

을 갖고 있다. 자원 분석의 목적은 CBR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데 활용하거나 기반이 되는 현재의 자원들을 찾아

내는 것이다. 자원 분석을 하는 동안 장애인의 욕구를 해

결할 만한 이들 자원의 능력(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 자원 분석을 통해 인적 자원, 물적 자원(사

회기반시설, 건물, 교통수단, 장비, 재정 자원, 사회 시스

템)과 구조(조직, 집단, 정치적 구조) 등을 알아내야 한다. 

이들의 위치를 지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 때론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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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획과 설계

도입

운영 사이클 다음 단계(3단계: 실행과 모니터링)의 지침이 될 기획은 미래를 생각하고 또한 이를 준비하도

록 도와준다. 기획 단계에서 CBR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욕구의 우선순위가 결정되

고, 목적 달성을 위한 분명한 지도가 정밀하게 그려져야 하며,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가 고려되어야 하고, 필요

한 자원이 드러나야 한다.

단계

핵심 이해당사자 자원들과 함께 계획한다

운영 사이클 다음 단계(3단계: 실행과 모니터링)의 지침이 될 기획은 미래를 생각하고 또한 이를 준비하도

록 도와준다. 기획 단계에서 CBR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욕구의 우선순위가 결정되

고, 목적 달성을 위한 분명한 지도가 정밀하게 그려져야 하며,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가 고려되어야 하고, 필

요한 자원이 드러나야 한다.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기획 단계에서 잘 대변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

들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포럼을 개최하여야 한다. 예컨대 정보는 모든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하고, 1단계에서 언급한 바처럼 장애인과 가족이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이해당사자들을 위해 별도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배정한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설계하고 예산을 작성하기 위해 1단계를 통해 알게 된 내용

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데 이해당사자 포럼 개최는 좋은 방법이다. 불행하게도,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생긴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욕구가 가장 큰 곳, 변화와 모든 자원 활용의 잠

재가능성이 가장 큰 곳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우선순위 설정에 참여하는 

1단계에서는 CBR 기획자는 2단계(기획과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수립해야 한다. 기획자는 장

애인들의 상황과 CBR 프로그램이 작동될 맥락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갖고 2단계를 시작해야 한다. 그

들은 장애인의 수,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욕구,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1. 상황분석

2. 기획과 설계3. 실행과
    모니터링

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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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기술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때로 외부의 조력자들이 프로그

램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우선순위 배정을 막을 수 있다. 

프로그램 계획을 준비한다

논리적 모형(logical framework, 로그 프레임)은 CBR 프로그램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는 기획 도구이다. 

로그 프레임을 통해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필요한 모든 측면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

문들에 답변을 제공한다.

·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과 의도)

·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것인가? (성과와 활동)

· 우리는 프로그램의 성과가 달성된 때를 어떻게 알 것인가? (지표)

· 우리는 프로그램의 성과가 달성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검증방법)

· 이 방법을 따라갔을 때의 잠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위험)

<표 2> 논리모형

로그 프레임을 활용하여 다음 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CBR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표 2>

는 “로그 프레임”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주며, <표 3>은 완성된 로그 프레임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로

그 프레임의 일부 단어들은 다른 조직과 재정, 지원기간 등에 의해 달리 사용할 수 있다.

목적

요약 지표 자원�검증 가정

의도

성과

활동 비용필요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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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goal)을 설정한다

활동과 같은 등,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그 프로그램이 장기간의 관점에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은 의도된 궁극적인 영향(impact)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는 열망하는 최종적인 결과로 이에 따르면 문제나 욕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상황이 의미 있게 개선되

는 것이다(“1단계: 문제 분석”을 보라).

의도(purpose)를 진술한다

프로그램의 의도는 프로그램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향해가야 할 당신이 원하는 변화(change)를 묘사

하는 것이다. 통상 프로그램의 관리가 쉬우려면 의도는 단일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CBR 프로그램은 CBR 

매트릭스의 서로 다른 영역과 요소(예를 들어, 보건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므로 하나 이상의 의도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로그 프레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동일한 상위 목적을 공유해야만 한

다(“1단계: 문제 분석”을 보라).

성과(outcomes)를 정의한다

성과는 CBR 프로그램이 달성하기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체 사업으로 펼쳐진다. 각각의 로그 프레임에

는 보통 3~6개 정도의 성과가 있다(“1단계: 목표 분석”을 보라).

활동(activities)을 결정한다

활동은 의도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될 필요가 있는 일이나 개입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분명하고 핵

심적인 활동은 로그 프레임에 나열한다. 더 세부적인 활동은 운영 사이클에서 고려된다(“3단계 세부 실행

(Indicators)계획을 짠다”를 보라). 

지표를 설정한다

지표는 CBR 프로그램의 성과가 달성되어가는 진전(progress)과정을 보여주는 표적을 말한다. 모니터링(3

단계: 실행과 모니터링)과 평가(4단계: 평가)를 위해 중요하다. CBR 프로그램 지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축정

할 수 있다

· 서비스 질과 전달의 신속성

· 프로그램 활동이 대상자들에게 도달되는 범위

· 수용 가능성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활용도

· 프로그램 실행에 들어간 비용

· 실행 계획 대비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실행 정도

· 전반적인 진전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상의

 발전과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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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설정은 SMART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Specific(구체성) - 지표가 진술될 때에는 당신이 바라는 양적인 성과(양, 개수), 질적 변화의 종류(만족

도, 의견, 의사결정 능력, 태도 변화), 변화를 위한 소요기간(시기, 빈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Measurable(측정 가능성) - 지표가 현실적으로 측정이 가능한가?

· Attainable(달성 가능성) -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표 달성이 가능한가?

· Relevant(관련성) - 측정되어야 할 것과 관련이 있는가? 

· Timely(시기 적절성) - 필요할 때 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인가?

확인 지표를 결정한다

지표가 결정된 후에는 각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확인 

지표). 이는 보고서, 회의록, 출석 기록, 재정 상태, 정부 통계 조사, 인터뷰, 교육 기록, 서신이나 대화, 사례 

연구, 주별·월별·분기별 프로그램 보고, 중간 프로그램 평가 및 최종 프로그램 평가 등이다.

어떤 가정이 필요할지를 생각한다

“로그 프레임”의 가정에 해당되는 칸을 채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잘못될 수 있는 일과 위

험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CBR 프로그램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 하지만 이를 일찍 파악해낸다면 크게 당황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단 위험이 파악되면 이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이를 관

리할 수(가정) 있도록 로그 프레임에 포함시킨다.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준비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정보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수집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계획 단계에서 고려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도출된 지표와 

확인 지표는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3단계: 평가와 모니터링” 그리고 

“4단계: 평가”를 보라).

필요한 자원을 결정한다

비록 CBR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이 CBR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에는 바로 즉시 이용 가능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필요한 자원과 이를 얻는 방법을 생각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 이미 있는 자원들을 

찾기 위해 1단계에서 수행한 자원 분석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1단계: 자원 분석”을 보라). 다음의 자원들

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적 자원

예를 들어, 프로그램 운영자, CBR 직원, 보조 운영자, 운전사 등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 필요한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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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자원

예를 들어, 사무실, 가구, 컴퓨터, 전화, 휠체어, 청각 보조기구, 재활 장비 등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 필요

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재정자원

비용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제한요인일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자금의 정도에 대

해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CBR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 재원을 활용하든, 기부/기부자로부터의 후원금을 받든 중요하지 않으며 항상 예산을 세우는 일

은 항상 중요하다.

예산 세운다

예산은 특정 시기에 활동을 위해 모으고 쓰기로 기획한 자금의 정도를 말한다. 예산은 투명한 재정 관리, 

기획(프로그램에 들어갈 비용에 대한 아이디어), 모금(기부자들에게 후원금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 프로그

램 실행과 모니터링(예산 대비 실질 소요 비용 비교)과 평가를 위해 중요하다.

예산은 위의 “필요한 자원을 결정한다”에서 생각한 자원을 반영하여 수립해야 한다. 예산은 매우 신중하

게 짜야 한다. 예산을 충분히 잡지 않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너무 과하게 잡으면 

후원자들이 자금 내기를 꺼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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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실행과 모니터링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은 2단계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지표와 검증자료 또한 정해져 있어야 한다. 3단계에서는 모

니터링 시스템이 시행되어 CBR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이 수집, 기록, 분석,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단계

다음 단계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 반드시 순서대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짠다

실행 단계에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프로그램 운영 팀과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 계

획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다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 계획된 각 활동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무엇)

· 각 업무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과 마쳐야 할 시점(언제)

· 각 업무를 완수할 책임자(누가)

작업 계획의 모든 정보들을 표 형식으로 요약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것은 명확한 시각적 개요나

설명을 제공한다. 보편적인 형식은 

갠트차트(Gantt chart)이다(3).

3단계 ‘실행과 모니터링’은 2단계에서 수립된 계획을 

실제적인 활동을 바꾸어놓고 일정에 따라 모든 필수적

인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며 계획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프로그램 단계에서 CBR 프

로그램의 점검사항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

하다. 모니터링은 성과가 충족되어 결국 목적과 의도가 

성취되도록, 관리자에게 의사결정과 단기계획 변경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 상황분석

2. 기획과 설계3. 실행과
    모니터링

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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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한다

재정 자원

모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자원을 찾아내야만 한

다. CBR 프로그램의 재정은 다양한 자원들로부터 동원된다. 지역사회 기반의 모금은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금은 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가능한 모금 자

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 지방 정부의 보조금과 교부금

· 지역 사업가의 기부와 기업 후원

· 로터리클럽, 라이온즈 클럽 등의 시민사회 조직

· 필수적인 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용이나 서비스 수수료

· 복권(레플), 사교 모임, 운동경기 시합, 그 밖의 특별 행사

· 소득 창출 활동

· 소액 금융 지원이나 지역사회 기반 모금 활동

충분한 자원을 지역에서 충당할 수 없다면, 지방·전국·국제 수준에서 CBR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

기 위한 모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재정 관리: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모금 단체, 지역사회 

주민, 장애인 당사자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책임 있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 관리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역할과 연결되는데 특히 프로그램이 크고 많은 액수의 돈이 

관여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재정 관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반한다.

·  기획 단계에서 추산되었거나 관리자와 합의된 활동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점검할 수 있는 기제를 구축

하기

· 재정관리 기록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 참고자료(ready-reference)에 의해 재정 수치를 갱신하기

· 적절한 감사와 견제 시스템을 마련하기

· 프로그램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하기

인적 자원

모집: CBR 프로그램 운영자와 직원들을 모집할 때 지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지역사

회 주민들에게 더 잘 접근하기 위해 가능하면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 CBR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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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이들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것이 CBR의 

원칙을 지키는 것(“소개: 오늘날의 CBR”을 보라)이며 또한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

든 경우에,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 기술과 직업을 수행하는 그들의 능력에 따라 채용되어야 하며, 직무 분석

은 모집 과정 이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직무분석은 보통 업무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필요한 경험의 개요를 보

여준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일부 CBR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자원

봉사자들은 대가를 받지 않는 대신에, 그들은 보통 자신의 직업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와 다른 자원을 받

는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CBR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흔쾌히 하는 장애인, 가족, 학생 교수 등의 많은 사람

들일 수도 있다. 자원봉사자 모집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사

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비용이 저렴한 반면에, 시간에 한계가 있고 그만두기 쉽다.

훈련: CBR 프로그램 운영자와 직원들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에 개발된 CBR 매트릭스(“소개 책자”: “오늘날의 CBR”을 보라)와 CBR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훈련의 필

요성을 낳는다. 현재 훈련 프로그램을 갱신하고 강화하거나 새로운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CBR 프로그램에 

꼭 필요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폭넓은 CBR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CBR 프로그램 운영자들과 직원 양자 모두가 이

용할 수 있다.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의 기관들에 의해 제공되며 내용과 기간이 서로 다르다. 

예컨대 어떤 나라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CBR 직원들을 위한 학위과정을 주는 반면, 다른 나라의 훈련 프로

그램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몇 주나 몇 개월 동안만 진행한다.

CBR 직원을 위한 훈련의 목적은 장애인이나 가족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강

화시키는 것이다. 훈련은 장애 권리, 지역사회 개발, 포괄 실천, 의사소통, 기초 재활기술(장애 확인, 기초 검

사와 사정, 기초 치료활동) 그리고 집단활동(자조집단 구성) 등과 같은 폭넓은 내용을 다루게 된다.

CBR 직원을 위한 훈련과정을 개발할 때에는 어떤 내용이 적절한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과정

은 흔히 물리치료사나 작업 치료사 등과 같은 재활 전문가들을 위해 설계된 과정에 기초한다. 그 결과, 지역

사회 개발에 필요한 기술 대신에 높은 수준의 임상 기술 개발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종종 부적절하고 비

현실적이다.

CBR 프로그램 운영자의 훈련 목적은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그들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프로그램 성공에 중대한 4단계 운영 

사이클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며 장애와 CBR 전략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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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발, 지원 그리고 슈퍼비전 – 직원 개발(현장 훈련)은 CBR 프로그램 운영자와 활동가들에게 현재의 

기술을 새롭게 하고 꼭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켜 주는 것으로서 중요하다. 현존하는 훈련 과정, 다른 

조직들의 훈련 자료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현장 훈련(ongoing 

training)에서 종종 활용될 수 있다.

일부 CBR 프로그램은 CBR 직원에게 충분한 지원과 슈퍼비젼을 주지 못함으로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CBR 직원은 CBR 프로그램의 중추이기 때문에 운영자들은 직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자신들의 역할 속

에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원과 슈퍼비전을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한 슈퍼비전 및 보고 라

인을 수립하고, 직원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수행한다

는 것이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직원들의 “소진”(burnout)을 경계해야 한다. 소진은 너무 많은 일을 너무 집

중해서 너무 오래할 때 나타날 수 있다

BOX ９

더 좋은 케어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2010년에 솔몬 섬 대학교(Solmon Island College of Higher Education)는 CBR 전략에 기초한 

CBR 학위를 줄 것이다. 이것은 지방 차원에서 CBR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2년 과정이다. 

치료�아웃리치�기술 � 장애 유형과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의 기초적인 기술

�지역사회�재활�기술�� 지역사회의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과 장애인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활동 기술

�지역사회�개발�기술 - 지역사회에서 장애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집단을 

구성하는 기술

CBR�실천�기술과�실습 � 배운 모든 것을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이 과정을 이수한 후에, 졸업생들은 광역 단위의 현장 실무자로 혹은 병원의 치료 조무사로 정부 보

건의료서비스부 CBR 부서에서 일하기에 적합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 영

역 외에 교육 분야나 비영리 조직도 잠정적인 진출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솔몬 섬(Solomon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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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활동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운영자는 작업계획과 매우 친숙해져야 하고, 모든 활동이 계획대로 수행되는 데 꼭 필요한 준비

를 할 수 있어야 한다. CBR 활동의 구체적인 설명은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책자(소개 책자, 5개 영역에 관

한 각 “소개책자 그리고 추가 책자”를 보라)로 소개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겠다. 이러

한 활동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들에 해당된다.

인식 개선

CBR에서 인식 개선 활동은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들과 지식을 제공하고 이들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CBR 전략과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을 만들어내고 이해당사자들이 

관여하고 참여하도록 한다,

조정과 네트워킹

조정과 네트워킹 활동은 이해당사자들과 좋은 관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 그것들은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고, 중복을 줄이고, 지역사회 노력을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들이다.

주류화

주류화 활동은 보건, 교육, 생계 지원, 사회 영역 등과 같은 각 개발 영역 안에서 장애인들이 완전하게 참

여할 수 있고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주류화 활동은 동등한 기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배려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동반한다.

 

서비스 제공

각각의 CBR 프로그램은 그들이 초점을 맞춘 CBR 매트릭스의 부분들에 근거하여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

파푸아뉴기니(PaPua Nes Guinea)BOX 10

CBR 직원들의 신뢰성과 지위를 높이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짧은 훈련 과정 후에, CBR 직원들은 굽은 다리의 아이들과 백내장에 걸린 

성인들을 선별할 수 있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개입들은 

손상이 있는 사람들과 가족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반면에,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CBR 직원의 신뢰

성과 지위도 높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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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많은 활동들은 CBR 직원들에 의해 실행된다. 활동은 장애 판정부터 기

초적인 재활을 제공하는 주류 전문화된 서비스 연계와 간단한 보조기구 제공까지를 포함한다.

권익옹호

CBR 프로그램들은 역사적으로 권익옹호를 간과한 대신에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

다. 보건, 교육, 생계, 사회 그리고 지역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의 다른 측면에서 장애인의 동등

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권익옹호가 있다.

능력 향상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의 능력 개발은 그들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도록 

할 것이다(“1단계: 이해당사자 분석”을 보라). 훈련은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며, 가이드라인 훈련을 통해 제안되는 활동을 말한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똑같은 수준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훈련은 그들의 예상되는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발생한 욕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어떤 이해당사자들은 장애 이슈에 대해 민감성을 갖고 CBR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단기 

워크숍, 세미나 혹은 집중 설명회만 필요되고 다른 이들은 정규 훈련프로그램이 요구될 수 있다.

CBR 프로그램은 그들의 자원들을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있는 훈련 프로그

램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가능한 훈련 자원에는 정부 대행기관들, 주류적인 개발 조직들과 장

애를 전문화하는 비정부 조직 등이 있다. CBR 훈련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 훈련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수준에서 항상 활용 가능한, 그리고 CBR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뛰어나서 이 같은 

훈련이 가능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은 무엇인가?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활동의 궤도를 지켜준다. 그것은 실행 단계 내내 이루어지는 규칙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으로 가능하다.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의 내적 기능(CBR 프로그램의 운영자와 직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이다. 이를 통해 어떤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은 그렇지 못한지를 진행 팀이 알 수 있게 되며 프로

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필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활동이 잘 되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들을 찾

아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변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뛰어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이것이 

효과적이면 평가도 훨씬 수월하다(“4단계: 평가”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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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의 단계

지표�설정: 지표 설정은 “2단계 계획과 설계”에서 해야 한다.

정보�수집방법�결정: 모니터링 정보 수집방법에 대한 결정(확인자료)도 2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수집과�기록: 공식적인 시스템이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기 위해 작동되어야 한다. 모든 직원들은 이

러한 시스템을 따라가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받아야 한다(예를 들어 직원들은 자료 수집 양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 받을 필요가 있다). 비공식적인 시스템도 유용할 수 있다(CBR 직원은 

자신의 공책이나 수첩에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정보 수집에는 

정기적인 일정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은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보고의 필요성에 따라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혹은 매 분기가 될 수 있다.

정보�분석: 정보 수집과 기록은 종종 그것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쉽다. 하지만, 만약 CBR 프로그램 운영

자들이 정보를 가까이 대서 들여다보지 못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진전을 관찰할 수 없고, 잠재된 문제점들을 

찾아내지 못한다. 정보 분석 후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정보�보고와�공유: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은 프로그램이 투명하고 책무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보고될 활동이나 업

무 분야, 업무의 계획된 기한과 이미 완결된 정도, 성과에 따른 진전 사항, 예산 대비 실제적인 지출 금액, 달

성 정도, 문제점과 그에 따라 취해야 하는 조치 그리고 배우게 된 교훈 등과 같은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보

고의 시기와 방법은 CBR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운영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수준에서 

CBR 직원은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매주 단위로, 프로그램 운영자는 그 상위 수준에 매월 단위로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정보�관리: 많은 정보(문서, 보고서, 통신 및 회계 서류)가 CBR 프로그램에서 나올 것이다. 효율적인 서류

철 시스템은 정보 관리의 방법이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착오를 줄여준다. 비밀 정보가 수집되면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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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평가

 

도입

몇몇의 CBR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결점과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여 평가하는 것을 걱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평탄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없으며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

램이라도 문제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CBR 프로그램은 그들이 경험한 문제를 반영하

고, 문제로부터 배우고 배운 것들을 향후에 계획할 때에 활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매뉴얼이 종종 다양한 접근들과 방법들을 복잡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CBR 프로그램 직원들은 평가를 수행하는 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기획과 준비, 간단한 평가과정들도 매우 유용한 정보들을 생산할 수 있다.

관리 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평가는 현행 혹은 완결

된 CBR 프로그램에 대한 사정을 수반한다. 이것은 프

로그램의 계획(“2단계: 계획과 평가”를 보라)에서 요약

해서 제시한 성과가 충족되었는지와 기초적인 상황(“1

단계: 상황 분석”을 보라)이 변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

록 도와준다. 평가는 프로그램의 지속, 변동, 중지를 

결정하게끔 하고, CBR이 장애인의 기회평등과 빈곤감

소, 사회통합을 위해 좋은 전략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

하며 중요한 증거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

1. 상황분석

2. 기획과 설계3. 실행과
    모니터링

4. 평가



60 CBR 가이드라인 > 소개

평가

평가란 무엇인가?

평가는 간단하게 사정(assessment)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의 관련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 그리고 지속성 

등이 평가에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영역들이다. CBR 프로그램은 평가를 수행함으로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현재의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배운 교훈들을 활용하고 향후 활동들을 위한 주의 깊은 대안 선

택을 통해 더 좋은 계획을 마련한다.

평가는 누가 하는가?

평가는 내부적으로 CBR 프로그램 담당자가 하거나(자기 평가) 외부적으로는 독립적인 개인이나 대리기관

이 수행한다(외부 평가). 이 양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평가 접근방법은 프로그램마다 다양하다. 이

상적인 평가는 이 두 가지 관점들을 결합시켜서 수행하는 것이다.

평가는 언제 해야 하는가?

평가는 모니터링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평가는 프로젝트 주기의 특정 시점에

서만 시행한다. 평가는 프로그램 중간 시점이나 종결 직후 혹은 종결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예를 들어 2~3

년 후)에 수행될 수도 있다.

평가의 단계

CBR 프로그램의 평가방법은 사정되는 것이 무엇이고 누가 이를 요구하고 누가 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들로 구성된다.

평가 초점

첫 단계는 평가의 주안점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가를 하는 이유(의도)를 정하고 평

가를 통해 알기 원하는 질문을 결정하는 것이다.

평가로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들을 사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평가의 의도에 대해 신중하게 생

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의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CBR 직원들에 대해 향후 훈련이 더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능숙하

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정한다.

· 지속되거나 지속되지 않아야 할 프로그램의 측면들을 결정하기 위해 가장 잘한 활동들을 사정한다.

·  다른 곳에 이 전략을 적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계획된 결과(Input)를 달성했는지를 사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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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원들이 잘 쓰여졌고, 성과가 달성되었고 절차가 지

켜졌는지를 사정한다.

평가의 의도가 확실해졌다면 평가를 통해 대답을 얻어야 할 문항 개발이 이제 가능하다. 이 질문들은 “예”, 

“아니요”로 대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 많은 다양한 질문들은 프로그램의 관련성, 효율성, 효

과성, 영향, 프로그램의 지속성에 관련하여 물어볼 수 있다.

<표 4> 평가 요소

관련성 프로그램이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하는가?

효율성 자원(인적, 재정, 물적)들이 최상의 방식으로 활용되었는가?

효과성 프로그램이 양적, 질적, 시간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달성했는가?

영향

더 넓은 목적이 ㅈ달성되었는가?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장애인들과 그들 가족의 삶

을 변화시켰는가? 장애인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와 행동의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무

슨 효과가 있었는가?

지속성 외부적인 자원이 줄어들거나 보류되어도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가?

정보 수집

두 번째 단계는 다음 이슈들을 잘 생각해서 평가 문항들에 대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  누가�정보를�제공할�수�있나�- 이해당사자들은 매우 좋은 정보의 지원이다. 정보는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 다른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방 정부 당국 등으로부터 모아질 수 있다. CBR 직원들과 다른 전문가

들도 좋은 정보의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 그들이 수행했던 성과물을 항상 기록

하기 때문이다.

·  정보가�어떻게�수집될�수�있나�- 정보 수집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보

통, 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은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표 5> 자료 수집방법”을 보라).

·  언제�정보가�수집되어야�하나 - 정보는 다양한 단계를 걸쳐서 수집될 수 있다. 정보 수집은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이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1단계: 상황

분석”을 보라). 기초 전 자료는 CBR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중요하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상황이 알려지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가 어렵다. 정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3단계: 모니터링”을 보라) 프로그램이 

종결될 때에 수집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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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료 수집방법

방법 양적� 질적 의도

설문지 ｘ ｘ
장애인, 부모, 기타 이해당사자로부터 개념이 확

실한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

개별 사정 ｘ ｘ
복지, 건강, 일상생활 등의 실태에 대한 평가, 케

이스별 보고서 작성

서베이 ｘ 태도 변화, 삶의 질 변화 조사(기초선 대비)

서류 검토 ｘ ｘ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정책에 대한 이해(접근

권, 규칙, 절차, 재정 및 행정적 관리)

기록 검토 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개입할 때 클라이언트의 

특정 분석, 진전 및 개입 내용 투입과 결과 관계 

분석

인터뷰 ｘ ｘ

어떤 이의 관점, 감정, 경험 이해 혹은 설문지에 

대한 응답 이상의 내용 습득, 재활 전문인력 담

당 사례

관찰 ｘ ｘ

무엇보다도 과정과 상호작용에 있어서 프로그램

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

초점 집단 ｘ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한 주제(어떤 경험이나 제

안에 대한 반응)를 검토하거나 문제와 이슈에 대

한 공통된 이해에 도달하려는 의도

정보 분석과 결론 도출

정보수집 이후에는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보 분석을 통해 패턴이나 경향을 확인하고 기대하지 않

은 발견을 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가 평가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지 또한 한다면 어디까지 하는지를 결정

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정보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된다. 예컨대 질문, 문헌, 기록으로부터 나온 

양적 자료는 통계방법과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된다. 인터뷰, 초점 집단으로부터 나온 질적 자료는 핵심적인 

카테고리나 테마에 따른 구조화와 조직화 방법으로 항상 분석된다.

정보 분석 이후에 결론을 짓고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 가능하다.

결과의 공유와 조치

결론을 내리고 제안하지 않는 활동이 없다면 평가는 유용하지 않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공유와 보고가 

중요하다. 이것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컨대 공식적인 평가 보고서가 작성될 수도 있으며, 지역사회 모임

에서 평가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고, 지역신문에 기사화될 수도 있으며, 다른 관련 기관들에게도 전해지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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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터에 사례연구로 실릴 수도 있고 학회지 논문이 되거나 학술회의 발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평가 

후에, 시행한 일과 그렇게 안 된 일, 잘된 일과 잘못된 일들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의사결정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지속해야 할 것, 바뀔 필요

가 있는 것, 중지해야 할 것, 확대되어야 하는 성공적인 실천, 해결되어야 할 지역사회 내의 다른 영역의 문제

나 우선순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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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CBR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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