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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Preface

장애인에 한 국제적인 상징은 휠체어이고 장애인에 한 고정관념은 하지마비의 젊은 청년이다 이런 . 

이미지가 매우 친숙한 반면에 동시에 우리는 이런 이미지가 전세계의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정확히 , 

그리지 못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 장애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의 가 삶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들 중. 15% ,  

척수장애인이 수는 미만이다0.1% . 

그러나 척수손상은 두 가지 이유에서 특히나 절망적이다 첫 번째로 척수손상은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 , 

점이다 밤 늦은 시간에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벗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 

차량이 전복되어 사지마비가 되는 경우 또한 십  청소년이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목이 부러지는 경우. . 

근로자가 비계에서 추락해 하지마비가 되는 경우 지진이 발생해 추락하는 물체에 등을 부상 당하는 . 

경우 중년 여성이 종양에 의한 압박으로 마비가 되는 경우 이런 모든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는 . . ,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황금 같은 시기에 갑자기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두 번째로 척수손상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조기 사망이나 혹은 잘해봐야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 

외상 관리 시스템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경우에 양질의 재활이나 보조기기에 접근하는 , ,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속적인 보건 의료 관리가 부족하여 척수장애인들은 수년 이내에 요로감염. , 

이나 욕창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척수장애인이 운이 좋아서 자신이 원하는 충분한 의료와 . 

재활 치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정말로 사회 속에서 자립할 수 있고 가정과 사회에 기여할 수 , 

있는 교육과 취업에 한 접근에 있어 제약을 받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보고서는 척수손상은 예방할 수 있으며 척수손상 . , 

이후에도 생존할 수 있고 척수손상이 양질의 삶이나 사회에 한 완전한 기여를 가로 막을 수도 없다는 ,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척수손상의 발생 특히 외상성 원인의 척수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한. ,  

전략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담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의료 시스템을 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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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을 당한 사람들의 효율적인 처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척수손상 이후 . 

개인의 적응과 관계 맺음을 지원하는 방법 환경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척수장애인이 학교, , , 

학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 

우리는 척수손상을 삶의 위협에서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차원의 내용이 있다 첫째. . , 

척수손상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의료 시스템의 과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척수손상 처를 . 

통해 이 과제에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은 다른 많은 유형의 질환과 

질병에 보다 잘 응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특히 척수장애인을 잘 . , 

수용할 있는 세상은 분명히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을 보다 잘 통합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점이다. 

접근성의 개선과 보조기기의 광범위한 활용은 전세계의 수백만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론 , ‘기회’라는 단어는 척수장애인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더 나은 삶과 사회에 한 생산적 

기여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정치적인 의지와 조직적인 노력만 있으면 척수, 

장애인들이 원하는 더 나은 삶과 사회에 한 생산적 기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과거에 . 

‘세계 장애 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와 마찬가지로, ‘척수손상의 국제적 관점(International 

Perspective on Spinal Cord Injury)’이라는 이 보고서는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 보고서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 

마거릿 챈
사무총장WHO 



x

감사의 글
Acknowledgements

세계보건기구 와 국제척수손상학회(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ternational Spinal Cord 

는 이 보고서의 완성을 위해 전 세계 여개 국에서 도움을 주신 명 이상의 분 편집자Society: ISCoS) 30 200 ( , 

지역 협의체 참여자 동료 평가자 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 ) . 

보고서 자문단 스태프 스태프 스위스 패러플래직 연구소, WHO , ISCoS , (Swiss Paraplegic Research: 

에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전문성이 없었다면 이 보고서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SPF) . , .

이 보고서는 또한 다른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요 보고서의 최종본을 편집해주신 . , David 

와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이 보고서의 도표나 이미지의 내용을 스크린 리더로 Bramley Philip Jenkins 

볼 수 있도록 안 문서를 작업해 주신 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Angela Burton .

또한 다음의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고서의 기술 지원을 해주신 . Natalie Jessup, Sue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에 도움을 주신 Lukersmith, Margie Peden. Martin Brinkhof, Somnath 

비 영어권 자료를 번역해 주신 Chatterji, Colin Mathers. Nicole Andres, Carolina Ballert, Pavel 

보고서의 교정을 맡아주신 보고서의 색인을 담당하신 Ptyushkin, Hua Cong Wen. James Rainbird. 

그래픽 디자인을 담당하신 와 마지막으로 행정적 지원을Christine Boylan. Susan Hobbs Adele Jackson.  

해주신 과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신 Rachel McLeod-Mackenzie Melanie Lauckner

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와 국제척수손상학회 는 특히 보고서의 발행 코디네이션을 지원해 주신 스위스 (WHO) (ISCoS)

패러플래직 연구소 에 감사 드리고 보고서의 발행 번역 출판에 재정 (Swiss Paraplegic Research: SPF) , , , 

지원을 해주신 스위스 패러플래직 협회 스위스 패러플래직 (Swiss Paraplegics Association: SPV), SPF, 

재단 에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Swiss Paraplegic Foundation: SPS) .

표지 디자인 (Brian Kellett)

년 은 산악 자전거 사고로 인한 흉수 번 손상으로 완전 하지마비가 되었다 예술을 2003 Brian Kellett 4 . 

통해 그는 자신의 손상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었다 자신이 다녔던 대학의 외래 강사로서 그리고 그, . 

의 작품 속에서 는 장애가 타인을 반영하고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독특한 내러티브를 가져, Brian Kellett

다 준 점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와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또한 오하이오 주립 대학. , 

에서 예술 교육 박사 과정을 이수하며 자신의 학문 연구도 계속하고 있다 그의 목적은 장애인 퇴역 군인. 

들과 함께 일하며 이들에게 치료 목적의 사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xi

도움 주신 분들
Contributors

편집 위원회 Jerome Bickenbach, Cathy Bodine, Douglas Brown, Anthony Burns, Robert Campbell, 

Diana Cardenas, Susan Charlifue, Yuying Chen, David Gray, Leonard Li, Alana Officer, 

Marcel Post, Tom Shakespeare, Anne Sinnott, Per von Groote, Xianghu Xiong.

수석 편집위원 Jerome Bickenbach, Alana Officer, Tom Shakespeare, Per von Groote.

기술 편집위원 David Bramley, Philip Jenkins.

자문 위원회 Frank Abel, Michael Baumberger, Pietro Barbieri, Fin Biering-Sørensen, Anne Carswell, 

Fred Cowell, Joel DeLisa, Wagih El Masri(y), Stella Engel, Edelle Field- Fote, Jan 

Geertzen, Anne Hawker, Joan Headley, Jane Horsewell, Daniel Joggi, Apichana Kovindha, 

Etienne Krug, Gerold Stucki, Maluta Tshivhase, Isabelle Urseau, Jean-Jacques Wyndaele.

각 장에 도움 주신 분들

장 척수손상에 대한 이해1 : 

도움 주신 분들: Jerome Bickenbach, Fin Biering-Sørensen, Joanna Knott, Tom Shakespeare, Gerold Stucki, 
George Tharion, Joy Wee.

박스: Jerome Bickenbach (1.1).

장 척수손상의 국제적 상황2 : 

도움 주신 분들: Jerome Bickenbach, Inga Boldt, Martin Brinkhof, Jonviea Chamberlain, Raymond Cripps, 
Michael Fitzharris, Bonne Lee, Ruth Marshall, Sonja Meier, Michal Neukamp, Peter New, 
Richard Nicol, Alana Officer, Brittany Perez, Per von Groote, Peter Wing.

박스: Martin Brinkhof, Jonviea Chamberlain, Sonja Meier (2.1), Jerome Bickenbach (2.2), Per von Groote 
(2.3).

장 척수손상의 예방3 : 

도움 주신 분들: Douglas Brown, Robert Campbell, George Coetzee, Michael Fitzharris, Fazlul Hoque, 
Shinsuke Katoh, Olive Kobusingye, Jianan Li, Ruth Marshall, Chris Mikton, Peter New, 
Alana Officer, Avi Ohry, Ari Seirlis, Per von Groote, Dajue Wang, Eric Weerts, Joy Wee, 
Gabi Zeilig

박스: Michael Fitzharris (3.1), Fazlul Hoque (3.2), Martin Brinkhof, Jonviea Chamberlain, Sonja Meier 
(3.3), George Coetzee, Alana Officer (3.4), Richard Nicol (3.5), Balraj Singhal, Rick Acland, David 
Walton, Wayne Viljoen, Clint Readhead (3.6).



xii

장 보건 의료와 재활의 요구4 : 

도움 주신 분들: Cathy Bodine, BrianBurne, Anthony Burns, DianaCardenas, Catharine Craven, Lisa 
Harvey, Graham Inglis, Mark Jensen, Natalie Jessup, Paul Kennedy, Andrei 
Krassioukov, Richard Levi, Jianjun Li, Sue Lukersmith, Ruth Marshall, James 
Middleton, Carrie Morris, Peter New, Alana Officer, Govert Snoek, Xianghu Xiong.

박스: Natalie Jessup (4.1).

장 의료 시스템 강화5 : 

도움 주신 분들: Cathy Bodine, Yuying Chen, Harvinder Chhabra, William Donovan, Julia D’Andrea Greve, 
Natalie Jessup, Carlotte Kiekens, Suzy Kim, Jiri Kriz, Jianan Li, Leonard Li, Sue 
Lukersmith, Ruth Marshall, Alana Officer, Sheila Purves, Haiyan Qu, Lawrence Vogel, 
Per von Groote, William Waring, Jacqueline Webel, Eric Weerts.

박스: James Gosney, Xia Zhang (5.1), Ruth Marshall (5.2), Anca Beudean (5.3), James Guest (5.4).

장 태도 관계 적응6 : , , 

도움 주신 분들: Caroline Anderson, Susan Charlifue, Jessica Dashner, Stanley Ducharme, Martin Forchheimer, 
David Gray, Richard Holmes, Jane Horsewell, Margareta Kreuter, Mary-Jane Mulcahey, 
Richard Nicol, Joanne Nunnerley, Marcel Post, Shivjeet Raghaw, Tom Shakespeare, Cyril 
Siriwardane, Tomasz Tasiemski, Lawrence Vogel.

박스: Carwyn Hill (6.1), Jane Horsewell, Per von Groote (6.2), Cyril Siriwardane (6.3).

장 척수손상과 할 수 있게 하는 환경7 : 

도움 주신 분들: Jerome Bickenbach, Meghan Gottlieb, David Gray, Sue Lukersmith, Jan Reinhardt, Tom 
Shakespeare, Anne Sinnott, Susan Stark, Per von Groote.

박스: Samantha Whybrow (7.1), Jerome Bickenbach (7.2).

장 교육과 고용8 : 

도움 주신 분들: Caroline Anderson, Elena Ballantyne, Jerome Bickenbach, Kathryn Boschen, Normand 
Boucher, David Gray, Erin Kelly, Sara Klaas, Lindsey Miller, Kerri Morgan, Carrie Morris, 
Marcel Post, Tom Shakespeare, Lawrence Vogel, Per von Groote, Kathy Zebracki.

박스: Jerome Bickenbach (8.1), Marcel Post (8.2), Jerome Bickenbach (8.3).

장 제안 미래를 향하여9 : : 

도움 주신 분들: Alana Officer, Tom Shakespeare, Per von Groote.

부록

도움 주신 분들: Inga Boldt, Martin Brinkhof, Jonviea Chamberlain, Sonja Meier, Michal Neukamp, Per 
von Groote.



xiii

자기 경험을 제공해 주신 분들

이 보고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 이야기 내러티브 를 포함하고 있다 이 내러티브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 ) . 
주신 Mónica Agotegaray, David Gray, Julia D’Andrea Greve, Maher Saad Al Jadid, Norah Keitany, 
Apichana Kovindha, Sue Lukersmith, Ruth Marshall, Alexandra Rauch, Carolina Schiappacasse, Anne 

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려 주셨지만 이 보고서에 Sinnott, Kelly Tikao, Xia Zhang . 
다 담지는 못했다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경험을 전해주신 분들의 성과 국적만을 기재하였다. .

동료 검토자 Fin Biering-Sørensen, Johan Borg, Martin Brinkhof, Douglas Brown, Thomas Bryce, Paola 

Bucciarelli, Marcel Dijkers, Pat Dorsett, Inge Eriks-Hoogland, Reuben Escorpizo, Szilvia 

Geyh, Ellen Hagen, Claes Hultling, Rebecca Ivers, Desleigh de Jonge, Chapal Khasnabis, 

Ingeborg Lidal, Anna Lindström, Rod McClure, Stephen Muldoon, Rachel Müller, Claudio 

Peter, Ranjeet Singh, Alexandra Rauch, Jan Reinhardt, Marcalee Sipski Alexander, John 

Stone, Thomas Stripling, Denise Tate, Armando Vasquez, Eric Weerts, Gale Whiteneck.

기타 도움 주신 분들

지역 컨설턴트

Sergio Aito, Fin Biering-Sørensen, Susan Charlifue, Yuying Chen, Harvinder Chhabra, Wagih ElMasri(y), 
Stella Engel, Michael Fitzharris, Harish Goyal, Sonja de Groot, Lisa Harvey, Nazirah Hasnan, Jane Horsewell, 
Jianan Li, Sue Lukersmith, Ketna Mehta, Stephen Muldoon, Joanne Nunnerley, Marcel Post, Shivjeet 
Raghaw, Cyril Siriwardane, Tomasz Tasiemski, Esha Thapa, Sara Varughese, Dajue Wang, Eric Weerts, 
Lucas van der Woude.

이 보고서의 작성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도 이해관계의 립됨을 선언하지 않았다.





Understanding spinal cord injury

1. 척수손상에 대한 이해 



척수손상 이전에 나는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었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사회적 삶을 즐기고 열심히 일했으며“ , . , ,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전공이었던 법률 공부도 마무리 짓고 데이트도 하는 등 내 인생은 살아야 할 욕구가 충만한 , , … 
전형적인 젊은 여성의 삶이었다 척수손상 이후에 모든 것은 변했으며 독립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을 꾸리는 . , , , 
것과 같은 꿈을 이루는 것이 힘들어졌다.”

클라우디아 브라질( , )

어머니가 나를 팔에 안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충돌했다“ 3 , .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 나는 살아남았으나 살에 하지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방콕에 빈민가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 2 .  
나를 돌봐 주셨다 이후에 나는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에 입학했다 지금은 살이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내 머리는 . . 11 . 
좋지 않은 편이다 기억력이 좋지는 않지만 어려움 없이 휠체어를 탈 수는 있다 운이 좋게도 나는 사지 마비 . , . , 
사업가인 씨와 그의 아내를 만났고 그들이 나를 돌봐 주었으며 지금은 함께 살고 있다 이 부부는 나에게 B , . 
스포츠 휠체어를 마련해 주었고 국가 대표 휠체어 스포츠 선수가 되라며 계획을 세워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 .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익명 태국( , )

내가 재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지역 사람들이 공항에서 환영해 주었고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다른 삶을 접하게“ ,  
되었다 나는 과거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황스러웠고 정말로 친구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 . 
지금은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축구를 할 수도 달릴 수도 캠핑을 갈 수도 마을의 강, , , , 으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없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저 집 안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었다 처음에 만났던 지역 사회 작업 치료사가 나를 . . 
집 밖으로 나오도록 설득하는 데 약 개월이 걸렸다 내가 지역 사회로 돌아오기 전에 그녀는 이미 학교에 경사로를 6 . , 
설치해 두었고 화장실도 장애인용으로 개조해 두었다 아주 서서히 나는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사고 이전에 , . . 
농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었기에 재활 동안 휠체어 농구를 배웠다 몇몇 친구들에게 휠체어에서 트릭을 , . 
쓰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선생님은 내가 마을 주변을 거닐며 식물을 찾아보는 마을 탐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케언스로 가는 수학여행 등 학교와 마을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셨다 선생님 친구들 가족의 지원이 나에게 . , , 
힘을 주었다.”

알프레드 호주( , )



척수손상에 한 이해 1. 3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 SCI)은 의학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역사. 

적으로도 척수손상은 상당히 높은 사망률과 관련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고소득 국가에서는 척수손상이 . , 

가치 있고 생산적인 삶의 끝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도전 과제로 인식,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척수장애인이 손상 이후 생존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다 향상된 . 

의료적 지원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척수장애인은 광범위한 사회적 서비스와 접근 가능한 환경이. ,  

결합한 향상된 응급 응 조치 효율적인 건강 관리와 재활 인공호흡 장치와 알맞은 휠체어 같은 기술의 , ,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리하여 삶을 더욱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기능적 측면은 더욱 극 화되었다. , . 

많은 척수장애인이 현재는 단순히 삶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척수장애인 세 와는 달리 , 

보다 풍부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기를 기 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 국가에서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외상성 척수손상은 종종 삶의 중단을 의미한다 시에라리온. .  

같은 국가에서는 부분의 척수장애인이 손상 이후 수년 안에 사망한다. ❶ 저소득 국가와 많은 중소득  

국가에서는 휠체어와 같은 양질의 보조 기기의 이용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며 의료와 재활 서비스도 , ,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개인적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한정적이다, , . 

❷ 부분의 개발 도상국 상황은 유럽과 북미의 년  상황과 비슷한 편이다 1940 . ❸ 이처럼 빈곤은 척수 

장애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❹ 그러나 고소득 국가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던 생존과 참여의  

놀라운 변화는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적절한 정책 . 

응을 통해 척수장애인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삶을 살고 성공하고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 , , 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따라서 척수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전반적인 물리적 사회적, , , 

태도적 환경에서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척수장애인의 양질의 삶은 다음과 . 

같은 요소에 상당히 좌우된다 예를 들어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지 지원해 줄 수 있는 . , , 

업계와 지역 사회가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혹은 이 환경이 능동적인 서비스와 자원 , 

제공을 막는 것을 포함해 척수장애인이 차별적인 태도와 기타 장벽에 부딪힐 수 있는 장애물로 작용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척수손상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 그리고 크게는 사회에 , . , 

미치는 척수손상의 전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1 척수손상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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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 발생 시 연령 생산 활동 연령의 초반기인지 혹은 후반기인지 ( )

• 손상의 정도 

• 자원과 서비스의 가용성과 시기 

• 사람이 거주하는 환경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태도적 환경 - , , , 

지역 사회로의 완전한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적 응과 지속적인 재활을 보장하는 정책 

변화는 상당히 비용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도 이롭다 신속하게 응급 및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비용은 . 

이런 치료로 직접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쇄될 수 있다 척수손상이 아직 생산 활동을 . 

많이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활에 필요한 자원 배분의 실패는 상당한 ,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척수손상에 한 의료 재활 지출은 합리적인 비용 지출이라 . ,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촉진하며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인본. , ·

적인 책무라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여러 논거에서 보여지듯이 척수장애인의 건강과 삶을 상당히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과 실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척수장애인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은 척수손상 예방을 위한 조치와 병행되어야만 한다. 

이 보고서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외상성 척수손상의 많은 원인 교통사고 추락 스포츠 레저 활동- , , 

으로 인한 부상 폭력 등 은 이해 및 예측할 수 있고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 .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척수손상의 국제적 관점 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pinal Cord Injury)’ .

• 척수손상에 한 정보들 특히 역학 서비스 관련된 안과 정책들 그리고 삶의 전 영역과 전 세계에 걸친 척수, , , , 

장애인의 삶의 정보를 수집하고 요약하는 것.

• 이 근거를 바탕으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CRPD) 에 명시된 참여와 통합을 위한 기 에 부합하는 행동을 (5)

위한 제안을 하는 것.

이 보고서는 척수손상의 규모와 경향을 문서화하고 예방 전략을 탐구하고 전 세계 척수장애인의 상황을, ,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척수손상 장애인의 삶의 경험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배경. , 

에서의 해결책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통합 보건 및 재활 서비스로부터 교육과 고용에.  

한 접근성 개선 가족과 지역 사회 삶을 위한 지원 증  등 다양한 범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첫 번째 장은 비전문가를 위해 척수손상에 한 의료적 측면의 짧은 소개와 척수손상의 역사를 포함한 

척수손상에 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장에는 척수장애인의 삶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서비스 그리고 건강 상태나 동반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에 해 적절한 , 

사회적 응을 폭넓게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방법에 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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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이란?

▶ 의학적 측면

비록 척수손상 후의 삶이 환경적 요인에 상당 부분 좌우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해부학과 생리학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척수는 척주 안에 위치해 있다. . (그림 1.1 참조) 척수는 두뇌로부터 아래로  

뻗어 나가 요수 번 부위를 지나 1 2− 척수 원추(conus medullaris)까지 이어진다 척수의 끝단은 . 

척주관을 통해 말의 꼬리 라 불리는 ‘ ’ 말총(cauda equine)으로 이어진다. 

척수는 각각의 신경근과 상응하는 신경학적 부분의 부위를 가지고 있다. 

쌍의 신경근과 쌍의 경수 쌍의 흉수 쌍의 요수 쌍의 천수 쌍의 미수가 있다 척주와 31 8 , 12 , 5 , 5 , 1 . 

척수 간의 길이 차이로 인해 신경학적 부위가 반드시 척추 단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신경

경수신경

C1–C4
호흡
머리&목움직임

C4–T1
심장박동조절,상지움직임
(팔꿈치-손목C5–C7,손가락C8–T1

T1–T12
몸통조절,체온관리
복부근육

L1–S1
하지움직임
(엉덩이,다리&발)

S2–S4/5
장,방광&성기능

기능

C1
C2
C3
C4
C5
C6
C7
C8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T12

L1

L2

L3

L4

L5
S1
S2
S3
S4
S5
꼬리신경꼬리뼈

마미

척수원추

두개저골

척추뼈
(등뼈) 흉수신경

요수신경

천수신경

그림 ( 1.1) 척수 경수 흉수 요수 천수 부위 척추 척수 신경의 종단면과 척수 주요 기능의 대략적인 소개( , , , ), , 

척수손상 분류에 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 보고서는 척수‘ ’ , , 척수 원추 말총(conus medullaris) 

(cauda equine)에 한 모든 손상을 범주 안에 담았다 척수에 한 손상은 외상성 비외상성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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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외상성 척수손상은 추락 교통사고 직업과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폭력을 포함해 많. , , , 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비외상성 척수손상은 부분 감염성 질환 종양 골관. , , , 

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배아가 성장하는 동안 발생하는 신경관 결손인 이분척추증과 , 

같은 선천적 질환 등의 기저의 병리학 요인과 관련이 있다.

척수손상의 증상은 손상의 범위나 비외상성 원인에 달려 있지만 증상으로는 감각의 소실이나 , 

하지 몸통 상지의 운동 조절 능력 소실 또한 신체의 자율 신경 불수의적 조절 소실 등이 있다, , , ( ) . 

이는 호흡 맥박 수 혈압 체온 조절 장과 방광 조절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 , .

일반적으로 척수손상 부위가 높을수록 손상 범위도 더욱 광범위하다 경수 손상은 일반적으로 팔. , 

다리 신체의 감각과 운동 능력 소실 마비 의 원인이 되며 이를 , ( ) , 사지 마비(tetraplegia)라고 부른다

현재는 란 용어는 많이 사용하지 않음 경수 번 이상 부위에 손상을 입은 사람은 ( ‘quadriplegia’ ). 4

손상이 자율 신경 조절 능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호흡을 위해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흉수 손상은 일반적으로 몸통과 다리의 감각과 운동 능력 소실을 야기하며 이를 . 하지마비

(paraplegia)라고 부른다 요수 손상은 전형적으로 엉덩이와 다리의 감각과 운동 능력 소실의 원인이.  

된다 또한 척수손상의 어떤 형태든지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

척수손상으로 인한 감각 운동 자율 신경 소실 범위와 정도는 척수의 손상 부위뿐만 아니라 손상이 , , 

완전 혹은 불완전 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척수손상 국제 표준화 분류‘ ’ ‘ ’ . (International Standards 

미국 척수손상 협회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CI), (American Spinal Injury 

의 손상 척도 에 따르면 천수 번에 감각과 운동 기능이 전혀 없는 경우 Association: ASIA) (AIS) , 4 5−
완전 척수손상으로 간주한다 반면 불완전 척수손상에서는 가장 낮은 천수 분절인 천수 번을 . 4 5−
포함하여 손상 부위 이하에 일부 감각 또는 운동 기능이 유지될 수 있으나 이는 덜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없으며 심한 기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척수손상의 역사적 측면

효과적인 척수손상 치료의 시작은 년  보스턴 시립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도널드 먼로1930

박사가 활동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활동은 년 영국 스토크 (Donald Munro) (6). 1944

맨드빌 병원 년 국립 척수손상 센터로 변경 에서 척수손상 병동을 설립했던(Stoke Mandeville) (1952 )  

루트비히 구트만 경과 견줄 만하다 향상된 방광 관리와 더불어 시간 간격의 (Ludwig Guttmann) . 2

체위 변경 및 피부 관리 덕분에 에 달했던 척수손상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물리 치료와 80% . 

작업 치료로 인해 기능적인 결과가 향상되었고 환자의 사회경제적 요구에 맞춘 전인적인 치료가 , 

진행되었다 구트만은 치료의 방법으로 스포츠를 강조했고 년에 패럴림픽으로 확 된 스(7, 8). 1960

토크 맨드빌 게임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러한 초기 센터들이 미국 영국 기타 다른 나라에서 (9). , , 

척수손상 치료의 모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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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에서 얻어지는 경험의 변화는 또한 전반적인 장애에 한 이해의 폭넓은 발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에 한 사회적 반응은 지난 수십 년간 상당히 변화되었으며 이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 , 

당사자의 권익 옹호 활동 덕분이었다 장애인 운동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 

달성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개념적으로 장애인 운동의 초점은 장애를 개인적인 결함에서 개인의 . , , 

건강과 기능적 특징과 당사자의 물리적 사회적 태도적 환경 측면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의 결과로, ,  

변화시켰다 이러한 개념적 변화와 동시에 장애는 인권적인 관점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 . 

이렇게 문서로 잘 정리된 변화의 내용 은 장애인 권리 협약 으로 이어졌다 척수장애인은 (10 12) (5) . –
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자립 생활 운동의 초기 선구자로 활동했던 것을 포함해 1960~1970

많은 국가에서 장애인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사회와 의료 시스템에 있어 척수손상이라는 과제

비교적 낮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척수손상의 경험에 따르는 복잡성과 그 경험의 다, 

양함은 척수손상이 보건 서비스 전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 

척수손상인은 응급 서비스 집중 치료 수술 안정화 의학 치료 그리고 지역 사회 복귀 직업 재활을, , , , ,  

비롯한 여러 재활 치료 지속적인 차 치료를 포함해 국가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보건 의료 복지 , 1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척수손상 치료는 국가의 서비스 시스템 정책의 타당성에 . , , 

한 근거를 제공하며 또한 임상의 의료 전문가 연구자 정책 입안자들이 국가 의료 보건 시스템의, , , ,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척수손상 치료는 전반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 

작동하고 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척도이다, . 

보건 분야를 뛰어넘어 척수장애인은 완전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 사회 교육 경제 분야의 , , , 

서비스 자원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다 시민 사회 측면에서는 자조 그룹 환자 그룹 기타 권익 , , . , , , 

옹호 그룹 장애인 단체 등이 지식 자문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 변화를 위한 로비 활동에 있어 , , , ,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정부와 사회가 척수장애인 처에 실패한다면 다른 의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응에도 , 

실패할 확률이 높다 척수 장애 경험에 관한 연구와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견고한 공공 보건 정책 . 

및 장애가 없는 보건 의료를 이루기 위한 폭넓은 노력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반 의 접근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척수손상 임상의와 연구자들은 척수 장애인이 당면하고 있는 

장애와 일상의 도전들과 일부 혹은 많은 부분 겹치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연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접근 가능한 중교통 혹은 직장 복귀 서비스에 한 연구가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건강 , 

문제와 장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증거가 척수손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동에 문제 가 있는 사람들 혹은 휠체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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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들을 위해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척수손상을 직접 다루거나 ’ . 

혹은 광범위한 장애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모든 양질의 우수한 연구 내용을 선별해 작성하였다.

척수손상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

척수손상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도구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장애를 인권과 국제 개발 . 

문제로 부각시켜 도덕적 지침을 제공한 장애인 권리 협약이며 둘째는 기능과 장애의 모델에 개념적으로,  

명확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임상 진료를 위한 역학적 분류 기준으로 사용되는 세계 

보건 기구 의 (WHO)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다 ICF) (박스 1.1 참조).

박스 1.1.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ICF)

는 학계 의학계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여 오랜 기간의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다 는 근본적인 건강 상태ICF , , (13). ICF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들 생산품과 기술 자연과 건축 환경 지원과 관계 태도와 서비스 시스템과 정책 을 장애의 ( , , , , )
결정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는 또한 개인의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기와 자부심과 같은 개인적 . ICF
요인도 장애의 요인으로 간주한다 는 나아가서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역량과 이러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ICF  
것의 차이점을 구별하고 있다 사람 환경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 ). 

안에서 인간 기능의 문제는 세 가지 상호 관련된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있다 손상은 신체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ICF , .  
신체 조직을 변화시킨다 예 장과 방광 조절 기능의 마비나 소실 활동의 제한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 ). 
예 보행 혹은 식사 참여의 제약은 삶의 어느 영역에서나 참여의 문제를 일으킨다 예 고용과 교통 이용에서의 차별( : ). ( : ). 

건강 상태는 질병 부상 질환으로 이해되는 반면에 손상은 건강 상태와 관련된 마비와 같은 신체 기능의 구체적인 , , , 
쇠퇴를 의미한다 환경적 요인은 척수손상의 경험을 더욱 악화시키는 장애물이 되거나 예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 ( : 
교통 혹은 경험을 개선시키는 촉진제가 되기도 한다 예 휠체어와 재활 서비스 에서는 세 기능 영역의 일부 혹은 ) ( : ). ICF
전부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을 언급하기 위해 장애를 사용한다 장애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환경과 개인 . 
모두의 상황적 요인과 건강 상태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 의 개념 정리(ICF)

건강 상태
질환 혹은 질병( )

신체 기능과
구조 활 동 참여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상황적 요인출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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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협약은 이 보고서의 인권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척수장애인을 포함. 

하여 장애인의 시민 문화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협약은 장애인 단체와, , , , .  

다른 시민 사회 단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한 수년간의 초안 작업을 통해 탄생되었다 그리하여 장애인이. “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 , 

존엄성에 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열망을 천명할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고용 가족” , , , 

생활에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권의 권리를 밝히고 있다.

다른 장에서 명확히 말하겠지만 장애인 권리 협약은 매우 구체적인 언어로 협약에서 요구하는 인권 , 

개혁의 정확한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주제인 낙인과 태도의 영향 접근 가능한 환경의. ,  

수준 의료와 사회 서비스의 가용성 교육 고용 가족과 지역 사회 생활에의 척수장애인 참여 범위가 , , · ·

장애인 권리 협약의 핵심 조항이다 더군다나 유엔의 특별한 인권 협약으로서 장애인 권리 협약은 . , 

당사국이 반드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조 독립적인 인권 모니터링 메커니즘을(31 ),  

설치해 조 협약의 의무 사항 이행 및 진전 상황을 증거로 제시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국가는(33 ) . ,  

장애인에 관한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와 국가 기관이 척수장애인에 한 미충족 의무 사항의 기본적 증거를 확인하고, 

이러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우수 사례 확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개요

이 보고서는 년 발행된 세계 보건 기구 세계은행 의 2011 (WHO)/ (World Bank) 세계 장애 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연구보다는 한 가지 중요한 건강 상태에 해 ,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 의료 서비스 책임자 전문가 비정부 조직의(15). , , ,  

표자 장애인 당사자 단체 그리고 척수장애인 서비스 향상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저 중소득 , , , ·

국가의 사람들을 상으로 발행되었다.

척수손상을 소개하는 장 이후에 보고서 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척수손상의 유병률과 발생률에 해 1 , 2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역학적 근거를 검토한다 장에서는 척수손상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 3

원인과 위험 요인에 처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보고서 장에서는 척수손상의 의료와 . 4

재활 측면의 종합적 검토 내용을 살펴본다 이는 참여와 치료 전략의 우수 사례에 해당하는 의료 제도를.  

논의하는 장과 관련이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사례도 함께 장에서 확인해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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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장에서는 관계와 태도를 시작으로 척수손상의 생생한 경험에 초점을 맞춘 후 장에서는 척수. 6 , 7

손상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장에서는 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 8

두 영역인 교육과 고용에 해 깊이 고찰해 보고 장에서의 포괄적인 제안으로 보고서를, 9 (cross-cutting)  

마무리한다.

척수손상의 국제적 관점‘ ’은 전 세계적으로 척수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

한다 보고서는 요구와 미충족 요구에 한 증거를 요약하고 성공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부족한 . , 

서비스에 처했던 다양한 서비스 상황과 다양한 국가에 걸쳐 실천되었던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척수손상은 상 적으로 발생률이 낮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강 상태이다. 

• 일련의 예방 전략을 통해 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 척수손상 이후 사망률은 시기적절한 건강 관리를 통해 줄어들었으며 이차 합병증으로 인한 재입원도 감소하고 있다, . 

• 척수손상의 결과로 인한 외부 의존성은 재활과 보조 기기 제공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 척수손상과 관련된 빈곤과 소외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적절한 지원 제공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

척수손상은 생활 양상을 바꾸어 놓지만 삶의 끝은 아니다 또한 만약 적절한 의료 책과 사회적 응이, .  

마련된다면 척수손상으로 인한 가족과 사회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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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lobal picture of spinal cord injury

2. 척수손상의 국제적 상황 



어느 날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리를 돌리고 싶었으나 돌릴 수 없었다 팔을 들고 싶었으나 그럴 수 “ . . 
없었다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소음이 많이 들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곁으로 간호사가 다가왔다. . , . . 
무엇인가 말하고 싶었지만 간호사는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가 입 밖으로 , . , 
나오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눈을 다시 떠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았다 . . . 
뜬 시간이 나에게는 찰나처럼 느껴졌지만 하루가 지나 있었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사지 마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 . 
또한 부모님께서는 내가 브뤼셀에 있는 병원에 있으며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하셨다 내 목이 부러졌고 , . 
완전히 마비가 됐으며 스스로 호흡도 할 수가 없었다 갈증이 나서 물을 요청했다 나는 삼킬 수가 없어서 컵에 . . 
빨대를 꽂아서 준 물조차 마실 수가 없었다 나는 어느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다리에서 . . , 
떨어지거나 미끄러진 것 같다 그때 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6 .”

군터 벨기에( , )

나는 살에 교통사고로 경수 번이 손상되었으며 지금까지 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다 나는 “ 19 5, 6 , 30 . 
세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함메르페스트란 도시에 살고 있다 년 중 최대 개월 동안 길거리가 눈으로 덮이고 . 1 5
추운 날씨를 기록하는 이 북쪽 도시에 산다는 것은 휠체어로 야외 생활을 하는 나에게는 상당 부분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내가 손상을 당했을 때는 최대한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 바로 당시에는 지역 . . 
사회에서 가정 중심 서비스를 막 만들기 시작한 직후였다 그 이후로 나는 가능한 한 일반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 , 
삶을 살기 위해 내 요구와 관련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 왔다.“

셸 노르웨이( , )

나는 년 전 서른 살 때 쓰촨성 지진으로 손상을 당했다 지금은 일상적인 이동을 위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 4 . .”

첸 중국( , )

나는 살이고 혈전 압박으로 인한 흉수 번 완전 하지마비 장애인이다 처음에 마비가 됐을 때 충격을 받았다“ 51 , 6 . . 
왜냐하면 년에 의사로부터 잘못된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장애 이후에 주류의 자립 생활로 복귀하는 1984 .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에 장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다. .”

니파판 태국( , )

년 월 초에 승마 경기 대회 중에 친구 말에서 떨어졌다 나는 팔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불완전 경추 “2002 11 . 
번 척수손상 장애인이 되었다 물건을 쥐는 능력을 소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와인 잔을 잡거나 매우 중요하다6-7 . , ( !)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이 손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익명 뉴질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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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협약 조는 당사국에 협약 내 권리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통계학적 31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데 이는 척수장애인과 다른 장애인들이 가족 생활 교육 고용에서부터 지역 , , ,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척수손상의 .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는 척수손상 발생을 예방하고 척수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고 또한 향후의 , , 

척수손상 관련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하여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척수손상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척수장애인의 전반적인 숫자 유병률 와 새롭게 · ( )

발생하는 숫자 발생률 척수손상의 원인( ), (표 2.1)의 지표 정의 참조 에 한 데이터와 관련해 척수손상의)  

상황에 한 완전한 역학적 정보가 필요하다 이 정보는 미래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집.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근거에 기반한 정책과 계획 수립에는 척수손상의 경험에 영향을 .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 척수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상황 그들의 충족 및 미충족 요구 척수손상의 비용에, · , ,  

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장은 유병률 발생률 사망률 외상성 비외상성 척수손상 의 원인과 비용의 지표, , , / (TSCI / NTSCI) (표

2.1 참조)를 이용한 기본 역학 정보를 제시하며 척수손상 데이터와 근거 그리고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한 논의를 담고 있다 이 장에 제시된 정보들은 동료 점검이 진행된 저널 기사. , 

정부 발행물 그리고 척수손상 등록 시스템 인구 등록 시스템 병원의 입 퇴원 자료 건강 총조사 자료 , , , / , 

등을 이용한 전향적 후향적 연구에서 수집되었다 특별히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년 월부터 년· . , 2000 1 2012  

월 사이에 발간된 척수손상 역학에 관한 출판물에 해 체계적 문헌 고찰이 진행되었다 필요시 메타 8 . 

분석도 적절하게 진행하였다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데이터의 한계점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부록 와 에서 확인할 수 있다A B .

2 척수손상의 국제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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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척수손상의 규모나 비용에 관한 자료는 제한적이다 소수의 고소득 국가에만 국가 통계 자료가 존재한다. . 

표 ( 2.1)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척수손상 역학 지표의 예시

지표 설명 사용과 제한

척수손상 

발생률

발생률 데이터는 구체적인 기간동안 일정 모집단 내에서

척수손상을 당한 사람의 수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는 . 
간 백만 명의 모집단 내에서 수 건의 새로운 척수손상 

발생이 보고된다 발생률은 척수손상 위험의 직접적인 . 
측정치이다 병인에 의한 그리고 인구통계학 요소. , 
성별( 연령 직업 지리적 위치 도시 시골 변수에 , ), , ( , ) 
의한 계층화된 발생률 추정은 위험 그룹을 구별짓거나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방 정책과 , 
프로그램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 내용에 따라 변화가 발생

∙위험에 노출된 모집단 예 척수손상 사례의 근원 ( , 
모집단 의 올바른 규정 여부) .

∙척수손상 사례의 정의 여부.
∙어느 척수손상 사례 정의로 정의된 을 포함시켰는지 - -

사례 확인의 완결성 여부 예를 들어 외상성 척수. , 
손상의 발생률은 손상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을 포함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비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은 , 
임종치료 동안 발생한 척수손상은 (end-of-life care)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척추전이( )

유병률 일정 기간동안 척수손상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 
백만명당 숫자로 측정 유병률은 위험과 상태의 지속 . 
기간에 의해 영향을받으며 상태의 지속은 회복이나 , 
죽음중 하나로 귀결된다 연령 성별 그리고 직업 재산 . , , , 
상태와 같은 사회경제적 범주에 의해 세분화된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척수손상의 경험을 안고 살아가는 

손상인들의 중요한 패턴이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유병률은 이차 예방에 효율적인 지침이며 건강관리와 , 
사회적 지원을 위해 필요.

병인 병인 메커니즘 의도 장소 활동에 의해 척수손상을 , , , 
당한 사람들의 수를 지칭하는 절 적인 수치. 

일차 예방 외상 치료 재활서비스를 위해 지역 차원의 , ,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

표준화 

사망률

(SMR)

표준화사망률은 일반 국민에 한 척수장애인의 사망

률을 표준적으로 측정한 것이다 만약 이 으로 . SMR 1.0
표준화되면 척수장애인의 사망 위험 증가가 없는 것이

고 만약 수치가 이하이면 위험 증가가 있는 것이다, 1.0 .
코호트의 계산을 위해서 다음 내용이 필요하다SMR .
∙연령별 성별 척수장애인의 수, 
∙사망한 척수장애인의 수

∙일반 국민의 성별 연령별 사망률, 

일반 국민과 비교해 척수장애인의 사망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
제한 집단들 간에 표준화사망률 추정치의 차이는 부분: 
적으로 일반 인구의 사망률의 차이와 사망률 확인의 

완전성의 차이가 반영될 수도 있다.

치사율 척수손상 이후 사망한 사람들의 절 적 수치.
만약 병인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면 관련 책을 확인, 
하고 이행할 수 있다. 

척수손상과 치사성의 관계를 보여줌.
비교를 위해 정보는 다음의 그룹별로 표준화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사망한 외상성 척수손상을 입은 손상인의 

수를 포함한 척수장애인 수

∙병원에서의 치사율

∙퇴원후 치사율 일 년 년 등(30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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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다른 데이터의 출처가 워낙 적고 방법론적으로 워낙 다양해서 세계적인 유병률과 발생률에 , 

해 신뢰할 만한 점 추정 계산이 불가능하다 존재하는 가장 좋은 데이터는 에(point estimate) . SCI SCI  

한 전반적 그림을 제공한다 아래에 이에 해 요약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서 상세하게 다뤄질 것이다. . 

척수손상은 상 적으로 발생 건수는 낮지만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척수손상의, .  

사망 위험은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양질의 의료와 재활 서비스의 이용 가능 ,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된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척수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제 발생률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명의 사람들이 척수손상을 입고 있다 이 발생 건수의 부분은, 250,000~500,000 .  

외상성 척수손상이며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 추락 폭력 등이다 최근 연구는 척수손상 발생 연령의 , , , . 

증가와 비외상성 척수손상 비율의 점진적 증가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노령화에 , 

일부 기인한다. 

또한 최근 자료는 척수손상이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척수장애인은 손상 발생 후.  

다음 년 이내에 가장 높은 사망 위험을 가진다 심지어 치료 시스템이 발달해 생존율이 높은 고소득 1 . 

국가에서도 척수장애인은 여전히 높은 사망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일반 인구보다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저소득 국가의 척수장애인은 고소득 국가에서는 더 이상 사망의 주요 원인이 아닌 예방 가능한.  

이차 합병증으로 계속 목숨을 잃고 있다.

척수손상 이후의 비용은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며 이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소수에 불과하다, . 

기존 자료에 따르면 척수손상이 상당한 직간접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분명하며 척수장애인 스스로 , , 

이 비용의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척수손상의 부위와 정도는 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직접 비용은. .  

척수손상 발생 후 첫해에 가장 높으며 평생 동안 들어가는 간접 비용이 직접 비용을 초과할 가능성이 , 

있다.

척수손상 데이터 수집의 양적 질적 향상은 시급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척수손상의 데이터와 관련된 · . 

현 상황의 문제점과 자료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은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척수손상의 유병률

척수손상의 유병률에 관한 데이터는 보건 의료와 사회적 지원 수요 파악 이차 예방 조치의 영향을 ,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척수손상의 유병률에 관한 데이터는 매우 드물다. , . 

현재는 발생 원인별 전체 척수손상의 유병률에 한 신뢰할 만한 세계적인 지역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아래 표에 개 국가에서의 유병률 추산이 제시되어 있다. 6 (표 2.2 / 2.3 참조)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상당히 오래된 자료로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몇몇 자료 및 측정값들은 포함, 

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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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2) 외상성 척수손상 유병률 (TSCI) 

국가 지역 평가 연도 연구 디자인과 대조 집단
소아 성인/
척수손상 

백만 명당 
유병률

이란 테헤란 2008 전향적 횡단면적 국가 등록 시스템, , 성인 소아, 명440

핀란드 카필라 재활(Käpylä) 
센터 헬싱키( ),
헬싱키 학 중앙 병원

1999 후향적 병원 데이터 등록 시스템, 성인 소아, 명280

노르웨이 호르달란 주, 
송노표르다네 주

2002 후향적 종단 병원 데이터를 이용한 코호트, / 성인 소아, 명365

아이슬란드 란드스피탈리 학 병원 

레이캬비크( )
2009 후향적 종단 병원 데이터를 이용한 코호트, / 성인 소아, 명526

캐나다 전국 2010 후향적 횡단면적 국가 등록 시스템 모델링 연구, , , 성인 소아, 명1,298

호주 전국 1997 후향적 국가 등록 시스템 모델링 연구, , 성인 명681

출처: (1-6)

표 ( 2.3) 비외상성 척수손상 유병률(TSCI) 

국가 지역 연도 연구 디자인과 대조 집단
소아 성인 /
척수손상

백만 명당 유병률

캐나다 전국 2010 후향적 횡단면적 국가 등록 시스템, ; 성인 소아, 1,227

호주 빅토리아 주 2010 후향적 횡단면적 국가 등록 시스템, 성인 소아, 367
세 이상 성인 상의 경우 (16 455)

출처: (1, 7)

자료에 따르면 년 캐나다의 전반적인 척수손상 유병률 외상성과 비외상성 합산 은 인구 백만 , 2010 ( )

명당 명 또는 전체 약 명이다 연령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외상성 척수손상은 젊은 2,525 , 85,000 . , 

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비외상성 척수손상은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났다(그림 2.1 참조). 

외상성 척수손상의 유병률 수치(표 2.2 참조)를 보면 핀란드 에서는 백만 명당 명으로 나타, (5) 280

났는가 하면 캐나다 에서는 백만 명당 명까지 나타난다 이러한 유병률 차이는 실제로 배의(1) 1,298 . 5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측정 방법이 달라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호주와 캐나다의 유병률 계산은 . 

발생률 데이터와 질병 기간 정보를 포함시켜 구하는 모델화 기법에 의해 도출되었다.

캐나다에서의 높은 비율은 북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캐나다에서 현재 사용하는 , 

최고의 근거를 위한 추정 방법이 발생률의 과  측정을 야기할 수도 있는 반면 호주에서 적용한 , 

방법은 발생률의 과소 보고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 다른 국가들은 병원과 국가 등록 시스템 그리고 . 

횡단적 종단적 연구로부터 파악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국가들 간의 유병률 측정치를 , .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인구통계학적 차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원인별 , , , 

발생률 그리고 연관된 기  수명과 관련한 데이터 등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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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판사 바젤 스위스 의 동의하에 에서 채택: S. Karger AG ( , ) (1) .

그림 ( 2.1) 년 캐나다 연령별 척수손상 유병률 추정치2010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유병률 데이터(표 2.3 참조)는 호주 백만 명당 명 와 캐나다 백만 명당 ( 306 ) (

명 에만 존재한다 호주 데이터는 빅토리아 주에서 시행한 연구로부터 도출되었으며 이는1,227 ) (1, 7).  

기  수명과 국가 재활 성과 데이터에 기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전체 국가의 유병률을 , 

추정하였다 국가 재활 실적 자료에 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서는 백만 명당 명이라는 . (7) 16 455

유병률을 보였고 이 결과는 인구 노령화가 비외상성 척수손상 유병률 증가의 주요 요인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높은 유병률은 실제적인 유병률의 차이라기보다는 연구에서 사용한 추정. 

법이 서로 다름으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

▶ 척수손상 발생률

모든 발생 원인에 따른 국가별 척수손상 발생률에 관한 적정 연구들을 바탕으로 보면 전 세계 척수, 

손상 발생률의 측정치는 매년 백만 명당 건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40-80 . 

매년 명의 사람들에게 척수손상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250,000 500,000 .–
외상성과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률 데이터를 모두 보여 주는 연구는 척수손상 인구의 전반적인 

구성 정보를 제공한다 외상성 또는 비외상성 척수손상 인구의 특징과 자원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보의 수집은 중요하다 외상성 척수손상의 비율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지역에. ,  

걸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척수손상의 약 가 외상성 원인을 가지고 (8 11). , 90%–
있었으나 최근 연구 자료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비외상성 척수손상이 증가하는 미세한 경향을 , , (12) 

나타내고 있다 비외상성 척수손상 인구는 체로 더 나이가 많고 짧은 기간이지만 더 비싼 치료비가. ,  

필요한 진행성 질환을 동반한다.

2010년 캐나다 인구의 연령 프로파일비외상성외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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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척수손상 발생률에 관한 연구는 외상성 비외상성 중 하나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  

출처와 데이터 수집 방식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외상성 그리고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 

률과 병인은 아래에서 각각 따로 다뤄졌다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데이터는 외상성 척수손상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제한적이다.

▶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

주어진 기존 데이터로는 외상성 척수손상의 발

생률에 한 의미 있는 지역별 추정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뢰할 수 있는 예측 변수. 

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계학적 모델링은(predictor)  

배제했다.

국가 수준의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은 (그림 

2.2)에서 보여지듯이 백만 명당 건에서 건에13 53  

이르기까지 나라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률은 유럽보다 북미가 

더 높은 경향이 있고 이는 미국에서 폭력 발생 , 

빈도가 높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지역의 발생률.  

자료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국가 내, 

국가별로 변동 폭이 너무 심해서 타당한 요약 

통계 자료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 

중국 북경시의 데이터는 백만 명당 명  60.6

인데 반해 톈진시의 발생률은 백만 명당 명 으로 보고되었다(21) 23.7 (22) .

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률은 다음의 요인들로 인해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위험도 차이와 관련한 실제 국가별 발생률의 차이 

• 측정 시의 방법론적 접근에서 기인하는 차이

• 연구 상 인구 성인 아동 또는 모두 구성으로 인한 차이 아동의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은 낮은 편이다( , , ) . . 

성인의 발생률만을 보고한 연구는 전체 인구에서의 발생 비율이 과측정될 수 있고 성인과 아동의 발생률 , 

데이터를 통합 보고한 연구와의 비교가 어렵다.

• 데이터의 표성 핀란드와 같이 국가별 척수손상 등록 시스템을 갖춘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발생률 측정이. ,  

전체 국가의 표성을 가질 수 없는 도시나 지역의 자료로부터 추산되었다. 

출처: a (1); b (13); c (2); d (14); e (15); f (16); g (17); 
h (18); i (19); j (20).

그림 ( 2.2) 외상성 척수손상의 연간 발생률 추정에 

있어 국가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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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스페인

프랑스

호주

핀란드

아일랜드

카타르

네덜란드

백만 명당 대략적인 연간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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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외상성 척수손상 국가별 발생률 데이터에서는 몇 가지 경향이 나타난다, .

1. 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률이 몇몇 국가에서는 감소하는 중이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비슷한 ,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미국 핀란드 호주 연구에서는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 , 

외상성 척수손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의 두 지역에서의 자료를 보면 년에서 년까지 외상성 척수손상 . , 1952 2001

발생률은 남성의 경우 백만 명당 에서 로 여성의 경우 백만 명당 에서 로 년마다9.9 34.5 , 1.9 8.2 10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눈에 띄게 (3). 

감소했지만 전체 척수손상 발생률은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이것은 자동차 운전자의 척수손상(23).  

발생률은 감소한 반면 모터사이클 운전자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양상의, ,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 

남성 중에서 성인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이 2. 

지속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아 아동·  

상 연구에서는 전형적으로 남녀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보고된 반면에 성인 (24, 25), 

연구에서는 주로 남녀 비율이 최소 로 나타2:1

나며 어떤 자료에서는 차이가 더 큰 경우도 ,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의 테살로니키 지역. , 

아일랜드 카타르(7.3:1) (26), (6.7:1) (18), 

스웨덴의 스톡홀름(8.3:1) (19), (3.3:1) (26)

에서는 남녀 비율의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 데이터는.  

모든 연령  그룹에서 남성이 더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의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이, 82%  

남성에게 나타나는 세 그룹에서 가장 16~21 높게 나타났다(그림 2.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음주 , 

운전 방식 고위험 스포, 츠에 참여하는 등 아동기 이후에 나타나는 성 역할이 일부분 외상성 척수 

손상 발생률의 요인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한다(13, 29-31).

외상성 척수손상은 젊은 성인과 노인 그룹에서 가장 흔히 발생한다3. . (그림 2.4)의 캐나다 성별 

특이적 그리고 연령별 특이적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연령  그룹인 , 

젊은 성인 남성 세 여성 세 과 노인 남성 세 이상 여성 세 이상 에서 외상성 ( : 20-29 , : 16-19 ) ( : 70 , : 60 )

척수손상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 이상의 연령에서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최근에(1). 65  

관찰되는 양상이다 캐나다에서의 연구에서는.  세 이상의 경우 백만 명당 명 으로60 51.4 (32)  나타

출처 (27, 28).

그림 ( 2.3) 외상성 척수손상의 성별 연령별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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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데 이는, 중국과 호주의 연구 결과로  

뒷받침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지난 (16, 33). 

년 동안 세 이상 인구의 척수손상 비25 , 65 율이 

에서 로 증가했다4% 12% (34). 

이와 같은 내용은 노인층에서 나타나는 추락 

사고로 인한 높은 발생률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 그림 2.4, 2.7 참조) 소아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은 한 보고에서 백만 명당 명에 가까운20  

소아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을 보여 준 미국 

을 제외한 측정 자료가 있는 부분의 국가(37) , 

에서 낮은 편이다 예 백만 명당 명( : 4-8 ) (25,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으로 청소년과 25, 36). 

중년층에서는 중간 정도의 발생률이 나타난다

또한 상해를 당한 후 당시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는 몇몇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1-3). . 

한 예로, 노르웨이에서는 외상성 척수손상 평균 연령이 년에서 년 사이에 세에서 1952 2001 40.2

세로 증가48.9 했으며 특히 여성은 세에서 세로 증가하면서 평균 연령의 변화가 가장 , 24.7 57.7

크게 나타났다(3).

발생 원인(Etiology)

회원 지역들 가운데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 원인에 관한 기존 근거에 따르면 가장 흔한 발생 WHO , 

원인 세 가지는 이동 수단에 의한 사고 특히 도로 교통사고 낙상 폭력( , ), , (그림 2.5 참조)이다. (그림 

2.5)의 요약된 측정치로는 지역별 차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자료는 상해를 당한 원인과 내용에 , 

있어 국가별 차이를 적절하게 제시하지는 못한다. 

도로 교통사고는 외상성 척수손상의 주요 원인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교통사고가 전체의 . 70% 

가까이를 차지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 부터 서부 태평양 지역 의 , WHO 40% 55%

범위로 나타났다 미국 미시시피 주의 한 연구 자료에서는 척수손상으로 이어진 차량 사고의 최소 . 

에서 안전벨트가 없었거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여 줬다75% (31). 

출처 (1).

그림 ( 2.4) 캐나다의 성별 연령별 외상성 척수손, 
상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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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역별 통계를 위해 자료를 제출한 국가들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
아프리카 개국 미주 개국 동부 지중해 개국 유럽 개국 동남아시아 개국 서태평양 개국3 , 4 , 5 , 13 , 3 , 3

출처 아프리카 미주 동부 지중해 유럽: (38 45); (12, 30, 32, 35, 46 52); (4, 53 56); (2, 3, 9, 13, 17, 18, 20, 26, – – – – – – – 
동남아시아 서태평양57 67); (68 72); (16, 21, 22, 34, 73 80).– – – – –

그림 ( 2.5) 지역별 외상성 척수손상 분포WHO 

출처 (27, 28).

그림 ( 2.6) 연령별 척수손상 병인 젊은 연령층( )

아프리카 미주 동부 지중해 유럽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스포츠 폭력 교통 추락 기타 손상 원인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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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나이지리아 척수손상 연구에서도 보고된 교통사고 상해자 명 모두 안전벨트를 63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차량 탑승자의 척수손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벨트 (38),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추가적인 정보는 장 참조( 3 ). 

추락은 외상성 척수손상의 두 번째 주요 요인으로 동부 지중해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체 사례 , 

중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네팔에서는 의 척수손상이 사료를 모으기 위해 나뭇40% . , 40% 잎을 

따다 추락해서 발생했고 는 건물에서 추락한 결과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다 다른 , 28% (81). WHO 

지역이 의 분포를 보인 가운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추락으로 인한상해가 가장 낮은 27%-36% , 

비율 을 보였다(14%) . 

자해를 포함한 폭력이 외상성 척수손상의 세 번째로 흔한 원인이다 외상성 척수손상의 원인 중 . 

폭력의 상 적인 비율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미주 아프리카 그리고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 , , 

각각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로 전쟁에 시달린 몇몇 국가별 자료에서는 폭력이 14%, 12%, 11% .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폭력으로 인한 비율이 전체 외상성 척수, 

손상의 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폭력으로 인한 외상성 척수손상의 비율은 60% (56).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42% (10), 25% (64), 21% (44) . 

의 척수손상이 화기 에 의한 것이었고 특히 특정 연령 나 인종에서는 화기로 인한 비율11.7% (82) , 이 

까지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서부 유럽은 평균적으로 를 보이고 노르웨이28% (27). 4% (59) , ,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평균 미만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 2% (3, 6, 30). 

핀란드에서는 자살 시도가 외상성 척수손상 사례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5, 8).

모든 지역에 걸쳐 스포츠와 레저 활동은 외상성 척수손상의 미만의 원인을 차지했다 이 , 10% . 

가운데 미주는 스포츠 관련 외상성 척수손상이 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가별 8% .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국 한국 프랑스 등 몇몇 국가들에서는 더 28% (27), 25% (83), 22% (84)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하고 나이지리아처럼 스포츠로 인한 손상이 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 1.7% 도 

있었다(43).

외상성 척수손상의 원인은 또한 활동 장소 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직업 관련 손상이 전체 , , . 

외상성 척수손상의 최소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주와 약물 사용은 15% (2, 8, 16, 18, 26, 60, 85),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의 모든 외상성 척수손상 사례 중 에서 그리고 미국 미시시(30) 34% 피 

주에서는 교통 관련 외상의 에서 기여 인자로 확인되었다34% (31).

인구통계학적 경향 

연령과 성별은 생애 주기에 걸쳐 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아동과 . 

청소년층의 척수손상 데이터 다른 국가들의 문헌을 통해서도 뒷받침되는 를 보면 세 미만- - , 1

에서는 척수손상의 원인으로 내과적 그리고 외과적 원인들이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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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세까지는 륜 모터 자동차 충돌이 모든 외상성 척수손상의 나 차지하고 있다5 4 65% (28). 

교통사고 예 도로 충돌 사고 가 아동과 청소년층 외상성 척수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되어 있으( : ) 며,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에게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세 이상의 연령에서만 통계학적으로 . 5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나 폭력은 모든 연령 에서 남성에서 더 높은 비율로 척수손상의 원인이 , 

되고 있다 스포츠는 세 이후의 연령에서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에서 외상성 척수손상을 더 . 13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데이터에도 반영되고 있다 평균 연령이 세였던 . 9

두 연구에서 폭력과 공격이 브라질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영국에서는 추락이 높은 비율, 로 

나타났음을 보여 주었다(10, 86).

교통사고가 모든 연령 에서 척수손상의 주요한 원인인 반면 년 국립 척수손상 통계 센터, 2011

의 연례 통계 보고 에서 나타난 미(National Spinal Cord Injury Statistical Center: NSCISC) (35) 국 

데이터 (그림 2.7)에서 볼 수 있듯이 세 이상에서는 추락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다60 .

출처(35).

그림 ( 2.7) 연령별 척수손상 병인 모든 연령층( )

추락의 높이를 특이적으로 조사한 한 중국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 2.8)에서 보여지듯이 높은 곳에, 서의 

추락은 세 사이에서 더 흔하게 나타났고 낮은 곳 미터 이하 에서의 추락은 세 이상에서 15-44 , (1 ) 45

더 흔하게 나타났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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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

이분척추증 에 한 특이적 연구를 제외하면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에 한 (Spina bifida) (TSIC) 

연구에 비해 비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에 한 연구는 확실히 적은 편이다(NTSCI) (박스 2.1 참조). 

세계적 지역적인 발생률을 추정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기준이 다르고, , , 

불완전 사례 확인 위험 인구 보고의 부적합과 같은 조사 방법론적 문제들로 인해 기존 연구가 표, 성

이나 비교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비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은 백만 명당 (87). 

68명으로 추정된다 호주에서는 빅토리아 주 데이터를 이용해 백만 명당 명으로 발생률을 (1). 26

보고하고 있다 특수 척수손상 병동을 갖춘 스페인 한 병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스페인은 (87-89). , 

백만 명당 명으로 보고하고 있다11.4 (90).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률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외상성 척수손상의 경우와 . 

마찬가지로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률도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게 나타난다 외상성 척수손상, . 

과는 다르게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률은 나이에 따라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그림 2.9 참조), 

이 위험도는 아마도 나이의 증가에 따른 건강 악화의 증가 양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비외상성 척수손상이 노년층에서 더욱 흔하게 나타나고 지구촌 노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89), , 

비외상성 척수손상 발생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향후 수십 년 안에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을 추월할 , 

수도 있다(7).

출처 (89).

그림 ( 2.9) 호주의 연령 성별에 따른 비외상성 , 

척수손상 발생률

주 모터 자동차 충돌: MVCs = 
출처 매니 출판사의 동의아래 으로부터 재현: (Maney) (80)

그림 ( 2.8) 중국의 연령에 따른 병인의 분포

MVCs 고지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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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1. 이분척추증 발생률

부분의 연구는 이분척추증이 신생아 만명당 명꼴로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오만 만명당 명 과 중국 만명당2-12 . ( 32 ) (  
명 을 비롯한 몇몇 국가의 연구는 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보고서를 위해 수행된 메타분석 결과58 ) . , 

출생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이분척추증 발생률이 약 명 명 인 반면 출생4.5 /10,000 (95% CI: 3.7 5.3) , /–
사산 데이터 혹은 출생 사산 임신중절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각각 명 명 과 / / (TOP) 10 /10,000 (95% CI: 8.1 11.8)–

명 명 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방법과 용어는 부록 참조 출생 사산 임신중절 데이터에 9.1 /10,000 (95% CI: 6.7 11.4) ( C ). , , –
기반한 발생률을 보고한 국가 연구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일 것이란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그림.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분척추증의 발생률이 국가 간에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 .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분척추증 발생률

주 이 자료는 세계적으로 보고된 이분척추증의 : 
발생률에 한 메타분석의 요약 통계와 함께 

분석의 결과를 도표로 정리한 포레스트 플롯

이다 메타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Forest plot) . 
관련 문헌의 체계적 검토에서 확인된 연구에서

추출하였다 각 연구의 회색 그래프의 크기는 . 
메타분석 연구를 위해 할당된 가중치에 비례

한다 각각의 연구는 . 95% 신뢰구간을 가지며, 
이는 이분척추증 발생률의 점 추정치를 통과

하는 검은색 수평선으로 제시되고 있다 . 
이분척추증의 요약 발생률은 그 폭이 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내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제시

되었다. 
주 하위그룹 메타분석: * = 
출처: a (91); b (92); c (93); d (94); e (95); f 

(96); g (97); h (98); i (99); j (100); k 
(101); l (102); m (103); n (104); o (105);p 
(106); q (106); r (107); s (108); t (109); u 
((110); (111)); v ((112); (113)); w ((114); 
(115); (116)); x (117); y (118); z (119); aa 

(120); ab (121); ac (120).

이분척추증 발생률
국가
출생

미국
페루
말라위
사우디
터키
브라질
이스라엘
콩고공화국

소계

출생과 사산
오만
스웨덴

코스타리카
체코
멕시코

영국, 웨일스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카메룬
호주
남아공
이란*
스페인*
중국*
소계

출생과 사산, 임신 중절

호주
중국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러시아
소계

레퍼런스

이분척추증 발생률/임신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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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원인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 원인에 관해서는 신뢰할 만한 국가 데이터의 수가 적긴 하지만 여러 , 

연구에서 신생 종양과 척추의 퇴행이 주요 원인임을 보였고 그다음 원인들로 혈관성 질환과 자가 , 

면역 질환을 제시하고 있다 결핵과 기타 감염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인도(11, 59, 62, 122 124). , –
페루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종양을 제외하고 이러한 질환들이 비외상성 척수손상 원인으로서 , 

우세하게 나타났다 다른 연구 상황에서 흔히 조사되기 때문에 이분척추증과 같은 (123, 125, 126). 

선천성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례들은 이 연구들에서는 수집되지 않았다, . 

▶ 사망률과 기대 수명 

이 부분은 효과적 계획 수립과 자원 배분을 위한 핵심 정보인 척수손상이 사망 위험도와 기  여명, 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척수손상의 감지 평가 내원 전 처치 외상 치료 서비스 일반적 . , , , , 

임상적 치료 재활 서비스의 향상은 이차적인 문제로 인한 사망 위험의 감소와 더불어 고소득 국가, 

에서 척수장애인의 기  수명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전히 척수장애인은 비 척수장애인. 

보다 사망 위험이 더 높고 조기에 사망할 위험도 더욱 높은 편이다 또한 척수장애인은 일반 , . 

비장애인보다 특정 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더 크다 부분의 경우에 척수손상 이후 바로 다음 . , 

년 동안 사망 위험이 가장 높고 저소득 국가의 많은 척수장애인은 예방 가능한 이차적인 합병증1 , 

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다.

척수장애인은 비 척수장애인보다 조기에 사망한다. 전반적으로 여러 연구들은 척수장애인이 비 척, 수

장애인보다 조기 사망의 가능성이 배 정도 높음을 보였다2-5 (표 2.4 참조) 척수손상의 영향을 평가. 

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어느 한 사람이 얼마나 긴 시간을 더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인 

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척수장애인을 일반 인구와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경수 번 사이 . , 1 4–
부위에 척수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 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  수명이 일반 인구 기  수, 25 명의 

단지 에 불과했다70% (그림 2.10 참조) 특히 척수손상 이후 첫해에 척수장애인의 사망 위험이  (34). 

가장 높다(57, 129).

척수장애인의 사망 위험은 손상 부위와 정도에 달려 있다. 사지 마비 장애인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

보다 일찍 사망한다 한 핀란드 연구에서 표준화 사망률 이 사지 마비에서는 (34, 1127, 130). (SMR)

이었던 반면 하반신 마비에서는 으로 나타났으며 호주에서는 표준화 사망률이 사지 마비의 3.0 2.3 , 

경우 에 비해 하반신 마비에서는 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한 이 핀란드 연구에서는 불완전 2.2 1.7 (34). 

손상 비 완전 마비 장애인의 사망률이 높았으며 완전 손상인 경우 하반신 마비 장애인에서는 , 

거의 두 배 사지 마비 장애인에서는 세 배에 가까운 사망률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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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기대 수명이 년 이후 계속 1950

증가하였다. 고소득 국가의 종단 연구들에서는 

척수손상 장애인의 기  수명이 지속적 증가를 

보였다 외상성 척수손상에 한 미국의 한 연. 구

에서는 손상 이후 다음 년 내 사망률이 2 1973년

부터 년 사이 감소한 반면 손상 2004 40% , 2년 

이후 사망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을 확인

했다 유사한 결과를 보인 한 연구를 보(131). 게 

되면 년부터 년 사이 외상성 척, 1981 1998 수

손상의 사망률이 연간 씩 감소한 것으로 3%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 백인 그리고 자동차 , , , 

충돌로 인한 상해자들의 사망률이 감소했다

이러한 진전은 지난 년 동안 척수(132). 60

장애인을 위한 임상적 치료와 재활 의료의 

발전이 반영된 결과이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척수손상의 이차적인 

합병증이 더 이상 척수손상 장애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 아니다. 요로성 패혈증 과 신부(Urosepsis)

전증 같은 비뇨기적 합병증은 척수장애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Renal failure) . 

선진국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 폐렴이나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질환과 같은 일반 , 

인구와 유사한 원인으로 변화하고 있다(11, 50, 130, 133, 134)

표 ( 2.4) 개국의 외상성 척수손상 표준화 사망률 4 (TSCI) (SMR)

국가 지역 연도 소아 성인 / TSCI SMR

핀란드 헬싱키 1976 2005– 성인 2.7

노르웨이 호르달란 주 송노표르다네 주, 1997 2001– 성인과 소아 1.9

에스토니아 전국 1997 2001– 성인과 소아 5.0

호주 전국 1986 1997– 성인 2.1

출처: (127 129).–

몇몇 연구에서는 심장 질환 자살 그리고 신경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게 관찰됐다, , (11, 50, 127, 130, 133).

그러나 척수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이러한 질환들에 의해서 더 높은 빈도로 사망하게 된다 예를 . 

들어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 따르면 표준화 사망률 으로 일반 인구에 비해 척수손상 장애인의 1.96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한 연구는 원인(135). 별 

주 완전마비 손상부위 아래 감각 기능만 마비 손상 : A: ; B: ; C: 
부위 아래 불완전 운동 기능 손상 부위 아래 상당한 ; D: 
운동 기능

출처: (34).

그림 ( 2.10) 호주의 전체 인구 대비 척수장애인의 

도달 연령 별 기대 수명(attained age)

흉수 1번-천수 5번 ABC(%) 경수 1-4번 ABC(%)

경수 5-8번 ABC(%)모든 장애(%)

기
대
 수
명
(%
)

연령(세)



30 척수 손상의 국제적 관점

표준화 사망률을 폐렴과 인플루엔자의 경우 자살 비뇨기계 질환 로 발표하였다17.11, 4.37, 6.84 .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서는 호흡기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암 그리고 자살을 가장 흔, (Ischaemic) , , 한 

사망 원인으로 꼽았다(57).

저소득 국가에서는 척수장애인이 비뇨기계 합병증과 욕창과 같은 예방 가능한 이차 합병증으로 계속

해서 목숨을 잃고 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경과 관찰이 지속되는 비율이 낮아 데이터가 얼마 없지만, 

입증되지 않은 증거 들을 통해 비뇨기계 합병증이 여전히 사망의 일반 원인이 (anecdotal evidence)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 치료받지 (136). , 

못한 욕창의 치명적 감염이 흔한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45, 136).

척수장애인의 사망률은 의료 보건 시스템 특히 응급 치료 시스템의 역량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 

받는다. 손상 이후 이송과 입원 시기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척수손상 이후 시 . 24 간이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나이지리아의 한 연구에서는 주 이후 사망률의 예측 인자로 이송 . 6 중 

웅크린 자세 오즈비 와 상해를 입은 후( (Odds ratio) 23.52)  시간 또는 이후에 병원에 도착 오즈비 24 (

하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캐나다와 미국 같은 고소득 국가에서의 전반적인 입원 중 5.48) . 

사망률이 각각 와 인 반면 시에라리온과 나이지리아는 평균 사망률이 각각 11.6% 6.1% (137, 138) 

와 로 나타났다29% 35% . 

이것은 척수손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한 신속한 인지 빠른 평가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 

하고 있다 호주에서 구급차로 이송되어 척수손상 병동에 입원한 환자 명을 상으로 한 (139). 324

규모의 후향적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척수손상 치료 병동으로 이송될 수 있었던 것은 구급차 , 

요원이 척수손상의 주요한 생리학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곳에서 거의 는 척수손상으로 진단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8% ((75), (박스 2.2 참조)).

박스 2.2. 척수손상 직후의 적절한 입원 전 관리는 사망률과 이차 합병증을 낮추고 있음 .

구급차로 이송되어 척수 병동에 입원한 명의 환자를 상으로 호주에서 규모의 후향적 연구가 년부터 324 2004
년까지 진행되었다 부분의 손상의 경우 손상 현장에서 생리학적 활력 징후를 검사한 결과 정상 범위 내에 2008 . 

들었으나 부상의 성격 때문에 구급차 요원은 잠재적 척수손상으로 다루었다 이후 척수 병동에 입원한 의 환자가 , . 88%
척수손상으로 진단받으며 이 프로토콜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했다 환자가 손상 병동에 도착하는 시간은 시간. 12  
이내였다 그러나 만약 처음에 일반 외상 센터로 이송된 경우 환자가 척수손상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 . , 24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바로 척수 병동으로 입원한 환자보다 이차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 

배 이상 높았다2.5 . 

또한 이 연구에서 드러난 심각한 점은 낮은 곳에서 추락해 생긴 손상의 경우 부분이 노인 환자였으며 구급 요원들, , 이 

이들을 잠재적 척수손상으로 치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로 인해 병원 내 이송이 늘어나고 이들 중 절반은 척수 . 
병동에 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해 상당히 높은 사망 위험에 노출되고 이차 합병증에 시달린다 노령화의 증가와 24 . 
낮은 지역에서 추락한 노인 척수손상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는 낮은 지역에서 추락해 손상을 , 
당한 노인들은 반드시 잠재적 척수손상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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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입원 중 사망률은 척수장애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양질의 치료가 중요함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망률이 한 국가의 전반적인 자원 수준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 

▶ 척수손상의 비용

척수손상의 직간접 비용은 척수손상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 직접 

비용에는 의료와 재활 서비스 비용이 더 드는 특별 교통수단 특별 식이 개인 활동 보조인 등이 , , , 

포함되며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으로서의 , · 간접 비용에는 조기 사망이나 장애로 인한 생산성 소실,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가 포함될 수 있다.

척수손상의 비용은 다음 요인들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초기 손상 상태나 기저의 건강 상태 외상성 척수손상의 경우 비용은 손상 부위와 정도에 영향을 받고 . ,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경우 기저의 건강 상태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140-144) , (145, 146). 

• 치료 시기의 적정성 특히 손상 후 처음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 .

• 초기 입원 과 이차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에 실패해 재입원한 기간을 포함한 병원 입원 기간 근거에 (146) . 

따르면 비용에 있어서 성별로 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147).

• 휠체어나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직접 의료 비용.

국가 간 비용 데이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척수손상의 추정 비용 의 국가 간 . ‘ ’

직접 비교는 어렵다 이는 직접 및 간접 비용의 다양한 범주들이 사용되며 비용의 추정은 다양한 . , 

통계 기법과 다양한 질의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국가 내에서도 직접 의료 . , 

비용을 추정치는 데이터의 출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측정치가 (148-150). 

추산될 수 없더라도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부터 척수손상의 비용에 한 전반적 특성을 다음과 같, 이 

서술할 수 있다. 

손상의 부위와 정도는 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높은 비용은 척수의 높은 부위 손상과 관련이 있고1. , 

예( : 사지 마비  하지마비 불완전 척수손상과 비교해 완전 척수손상이 높은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

비외상성 척수손상 비용은 부분 발생 연령의 이유로 외상성 척수손상 비용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2. .

직접 비용은 척수손상 발생 첫해에 가장 높고 이후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당히 감소한다3. .

간접 비용 특히 생산성 손실은 직접 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다4. , .

이 비용의 부분을 척수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다5. . 

위에 지적된 부분들을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겠다. 

척수손상의 부위와 정도가 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 사지 마비는 하지마비(134. 151, 152). 

보다 더 높은 비용과 연관되어 있다 미국의 국립 척수손상 통계 센터의 년. (42, 153, 154). 2013 의 

데이터에 따르면 세에 척수손상을 당한 경우 평생 소요되는 비용이 하지마비의 경우 만 , 25 , 230

달러인 것에 반해 상부 경수의 사지 마비의 경우는 만 달러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호주에서460 . 는 

발생 건수당 평생 소요되는 비용을 하지마비의 경우는 백만 호주 달러 사지마비의 경우는 5 , 950만 

호주 달러로 추정했다 또한 이 연구(154). 에서는 치매 다발성 경화증 뇌성 마비, , , 양극성 장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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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다양한 신경학적 상태 와 비용을 비교

한 결과 사지마비의 경우 다른 조건들과 , 

비교했을 때 배 높은 비용과 2-20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손상 정도(154). 와 관련해

서는 몇몇 연구들에서 완전 척수손, 상에 

한 비용이 불완전 척수손상에 비하여 높

음을 발견하였다 한 예로 입원. , , 의사 진

료 서비스 홈 케어 장기 요양 , , 관리를 포

함한 평균 직접 비용에 관한 캐나다 자료에 

따르면 손상 후 첫해의 척수손상에 기인하, 

는 평균 비용 은 완전 (attributable costs)

척수손상 환자 한 명당 달러121,600 (2002

년 캐나다 달러 기준 그리고 불완전 척수) 

손상 환자 한 명당 달러였다42,000 . 이후 5

년간 완전 불완전 척수손상 장애인, 의 연간 

지출 비용은 각각 과 캐나다 5,400 2,800 

달러이다((144), (그림 2.11 참조)).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비용은 대체적으로 발생 연령으로 인해 외상성 척수손상의 비용보다 낮은 2. 

경향이 있다. 비외상성 척수손상은 개 일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아 남은 삶의 기간 동안 초래 

되는 간접 비용이 더 적은 노년층에서 발생한다 이 상황에 한 예외는 이분척추증으로 영아기. , 에 

발병할 뿐 아니라 발달과 행동 서비스 그리고 가정 의료 서비스에 높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155-157). 

직접 비용은 척수손상 발생 첫해에 가장 높고 이후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당히 감소한다3. 

(134, 151, 152). 

미국의 국립 척수손상 통계 센터가 추정한 년 치료 비용이 2013 (표 2.5)에 제시되어 있다. 

초기 직접 건강 관리 비용이 줄어들기 시작하여도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보조 기기와 장비 그리, 고 

단기 보호 활동 보조 지역 사회 지원 서비스와 같은 장기 요양 비용이 높게 유지(respite care), , 

되는 경향이 있다(154). (그림 2.12)는 호주에서의 사지 마비 장애인의 비용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간접 비용이 직접 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다4. . 비록 직접적인 의료와 재활 비용이 비싸고 점차 , 

증가하고 있음에도 간접 비용 특히 남은 생애에 걸친 생산성 손실과 관련된 비용은 모든 (158), , 

출처 (144).

그림 ( 2.11) 년 사이 캐나다 앨버트의  1992-1994
척수손상 장애인의 부위와 정도에 

따른 연간 명당 직접 의료 비용

년 캐나다 달러 기준(2002 )

2년-6년

캐
나
다
 달
러

요수/마미
마비

불완전 흉수
마비

완전 흉수
마비

불완전 사지
마비

완전 사지
마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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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비용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실시된 명의 척수손상 환자를 상으(159). 34 로 

한 급성기 치료 비용 주 동안 연구에 따르면 수술 입원 비용 투약 검사 비용을 포함한 의료 (6 ) , , , , 

비용과 간호 비용을 합한 평균 달러의 직접 치료 비용과 수입 감소 차량 교체 및 수리 비용239 , , 의 

총합을 포함한 달러에 달하는 간접 비용 사이에 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치1,360 6 (42). 료 

비용은 환자의 연간 수입의 이상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50% (42).

출처 (154).
년 동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 2004 2008 TAC VNI Access –

에서 빅토리아 신경외상 에 제출한 Economics Pty Limited (VNI)
년 월 보고서 제목 호주의 척수손상과 외상 두뇌 손상의 2009 6 . “

경제적 비용 위에 인용된 문건은 의 공식 출판물이 아님”. WHO . 
이 자료와 다른 관련 출판물은 아래 사이트(www.tac.vic.gov.au.) 
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 2.12) 시간 경과에 따른 사지 마비 환자의 항목별 연간 평균 직접 비용

표 ( 2.5) 손상 정도에 따른 외상성 척수손상의 평균 연간 비용

손상 정도

평균 연간 비용
달러(2013 US )

첫해 이후 매년

높은 수준의 사지 마비 경수 번( 1 4 )– 1,044,197 181,328

낮은 수준의 사지 마비 경수 번( 5 8 )– 754,524 111,237

하지마비 508,904 67,415

어떤 부위의 불완전 운동 기능 340,787 41,393

출처: (153).

5. 대부분의 비용은 척수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다. 빅토리아 신경 외상 계획(Victorian Neurotrauma 

이 추정한 호주의 척수손상의 연간 총비용은 약 억 호주 달러 사지 마비 억 달러Initiative) 20 ( 13 , 

하지마비 억 천 백 만 달러 이며 이 중 는 척수장애인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고 주 정부6 8 9 70 ) , 40% , 가 

를 연방 정부가 추가적으로 를 부담하고 있었다44% , 10% (154).

장기 건강 관리장비 구입과 개조보건 의료 비용

평
균
 연
간
 비
용
(호
주
 달
러
)

손상 이후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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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에 대한 데이터와 근거 

척수장애인에 관한 지식을 넓혀 나가고 척수장애인의 예방 지원 치료를 위한 근거 강화는 중요하다, , , . 

이 섹션에서는 부록 에서 발견된 데이터의 한계점에 해 더욱 상세히 설명함과 더불어 척수손상 B

데이터 및 근거에 관한 문제점들과 고려 사항들을 논의한다. 

척수손상에 관한 데이터는 척수손상 특이적인 정보 출처부터 획득할 수도 있고 또는 외부 손상 원인과 

연계된 일반적인 장애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수집할 수도 있다 정보 수집을 위한 소스 데이터 형태. , , 

기준과 도구는 아래에서 논의하고 (표 2.6)에 기술하였다.

표 ( 2.6) 척수손상 정보 수집을 위한 소스 데이터 종류 기준 도구, , /

소스 데이터 종류 수집을 위한 기준 도구 /

의료 기록 손상 연령

성별

손상

손상의 신경학적 부위와 정도 하지마비 사지 ( , 
마비, 완전 불완전, )
치료 비용

국제 질병 분류 기호(ICD)
미국 국제 척수 손상 학회 의 국제 (ASIA)/ (ISCoS)
척수 손상 데이터 세트 

보건 계정 체계(SHA)

중앙 등록 시스템 손상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직업 상태

병인

퇴원시 손상의 신경학적 부위와 정도 하지마비( , 
사지마비 완전 불완전, , )
퇴원 이후 거주 형태

병원 입원 기간

치료 비용

사망 원인

손상 외인에 관한 국제 분류(ICECI)
아시아 국제 척수 손상 학회 의 국제 척수 / (ISCoS)
손상 데이터 세트 

보건 계정 체계(SHA)
국제 질병 분류 기호(ICD)

국가

총조사

센서스

국가 건강 사회 조사

국가 장애 조사

워싱턴 그룹의 가지 질문 인구 조사 부분만6 ( ) 
장애 평가 스케줄WHO 

와 세계은행의 장애 모델 조사WHO

보험 회사 손상 연령

성별

손상의 병인

퇴원시 손상의 신경학적 부위와 정도 

하지마비 사지마비 완전 불완전( , , , )
직업 상태

청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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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소스 출처( )

보건 의료 기록(Health settings). 매우 다양한 보건 의료 기록이 척수손상의 데이터의 출처가 

될 수 있는데 병원 입원 환자의 기록 구급차 서비스 또는 응급실 정보 일차 진료 기관과 주치의 , , , 

방문 기록으로부터 도출한 환자 정보들을 포함한다 의료 기록 데이터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 . 

상에만 국한되어 국가의 전체적인 척수장애인에 한 표성을 가질 수는 없다, .

척수손상 장애인 중앙 등록 시스템. 몇몇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척수손상 정보의 수집 관리, ,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기준을 적용한 중앙 척수손상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캐나다의 릭한센 . 

척수손상 등록 시스템(Rick Hansen Spinal Cord Injury Registry)(박스 2.3 참조 호주 척수손상  ), 

등록 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국립 척수손상 통계 센터가 운영하는 척수손상 모델 데이터베이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등록 시스템은 다양한 수준의 표성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163, 164). . 

저 중소득 국가는 척수손상 장애인 중앙 등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박스 2.3. 척수손상 등록 시스템의 예

릭한센 척수손상 등록 시스템 은 캐나다 전역 곳의 주요 외상 및 재활 (Rick Hansen Spinal Cord Injury Registry) 31
시설 입원 환자 정보 등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현재는 비외상성 척수손상과 불완전 외상성 척수손상 사례가 . (D) 
국가 등록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병원에서 종종 치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등록 시스템 안에 취합

되지 않고 있다 이 등록 시스템은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며 각 등록처와 릭한센 재단이 . ,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등록 시스템의 핵심인 지속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위해 다양한 펀딩 . 
후원처에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각각의 참여 시설은 환자를 모집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데이터를 수집해 익명의 형태로 중앙 시스템에 저장한다, . 
사회통계학적 요소 의학 기록 손상 세부 사항 진단과 개입 신경학적 손상 합병증 환자 진술 기록 정보와 더불어 , , , , , , 
입원 전 급성기와 입원 시 재활 지역 사회 복귀 이후 등 총 가지의 데이터 정보를 수집한다 상자들은 퇴원 , , 260 . 후 

년 그리고 년의 시점에 담당자와 접촉해 관리를 받고 그 이후에는 년마다 설문지를 작성한다 데이터의 1, 2, 5 10 , 5 . 
정보 요소는 국제 척수손상 코어 데이터 세트 및 척수손상의 신경학적 분류를 위한 국제 기준(Core Data Sets) 

과 연동되어 있고 중복 방지를 위해 다른 등록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ISNCSCI) , . 

등록 시스템은 다음을 통해 임상 치료를 발전시켜 왔다.
∙결과의 표준화 및 결과 비교 향상을 위한 임상 절차의 코드화.
∙시간 경과에 따른 직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경향 확인

∙지역 사회 후속 평가 기간에 직원과 환자에게 정보 제공.

등록 시스템은 또한 다음을 통해 임상 연구를 촉진해 왔다.

∙연구 참여에 한 개인의 관심 확인.
∙임상 시험의 추가 정보 제공을 통해 응답자의 부담 완화.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시설에 타당성 평가 제공.
∙환자의 캐나다 보건 의료 시스템 이용 상황 및 주별로 제공되는 관리 서비스와 관리 비용의 차이 제시. 

출처: (160, 161).

국가 설문 조사. 국가 장애 데이터는 인구 총 조사 또는 총인구의 보건 및 사회적 설문 조사들을 

통해 얻어지는데 이들은 모두 자기 보고 형태로 시행된다 이러한 조사가 주로 가동성에 관련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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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만을 다루고 있지만 손상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데이터가 나눠져 있지 않았다면 이런 조사는 , , 

척수손상 특이적 정보와 관련해서는 제한적인 가치만을 갖게 될 것이다 국가 데이터 수집을 도와. 

줄 수 있는 몇 가지 도구가 현재 존재하고 또한 개발 중인데 표적으로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 , 

그룹 에서 개발한 질문들 의 세계 보건 설문 (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 , WHO

조사 그리고 와 세계은행 에 의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장애 모델 조사, WHO (World Bank) (Model 

의 질의들이 있다Disability Survey) .

보험 회사는 병약한 건강 상태 자동차 충돌 사고 직업 및 스포츠 활동에 의한 부상 같은 다양한 , , 

위험 요인에 해 보험을 제공한다 보험 회사는 신규 기존 척수손상의 사례를 포함해 주어진 위험 . , 

요인을 고려해 미래 보험 청구율 예측을 위해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 

보험금 결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획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 정보 기준

척수손상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건강 정보 기준이 있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준 진단 

도구는 국제 질병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로서 이는 사망 진단서, , 

의무 기록을 포함한 보건 및 생명 관련 기록과 질병 및 그 외의 건강 문제들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

되고 질병의 발생률과 유병률을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기반 기록을 , . ICD 

비용 청구와 자원 배분 결정에 사용하고 있다(165).

상해 외인에 관한 국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External Cause of Injury: ICECI)는 

상해를 입는 메커니즘 상해 발생 원인 물체나 물질 발생 장소 상해를 입은 당시 활동 인적 의도, , , , 의 

역할 알코올과 기타 향정신성 약물의 사용 등을 포함한 상해 발생 상황을 기술하고 측정하며 ,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는 폭력 교통 장소 스포츠 직업과 관련된 상해 발생 . ICECI , , , ,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다른 모듈을 보유하고 있다. 

보건 계정 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 SHA)는 공공 민간 분야 적용을 위해 중재를 통해 , 

만들어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건강 재정 계정을 수집하기 위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이다, (166). 

또한 척수손상과 관련한 특이적인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 미국 척수손상 협회(American Spinal 

의 Injury Association: ASIA) 척수손상의 신경학적 분류를 위한 국제 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CI)은 척수손상의 신경학적 부위와 정도를 평가하고 분류하

기 위한 기준이다 이 분류 시스템은 손상 척도 운동 점수 근육 기능의 신경학적 . ASIA (AIS A-E), (

진찰을 기반 감각 점수 감각 기능의 신경학적 진찰을 기반 의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 최근에 ), ( ) . 

미국 척수손상 협회 와 국제 척수손상 학회 가 공동으로 개정한 이 기준은 임상 치료와 (ASIA) (ISCoS)

연구 수행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16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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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척수손상 학회는 환자 센터 국가 간에 손상과 결과들의 비교를 촉진시키기 위해 , , 국제 척수손

상 데이터 세트(SCI Data Sets)를 개발했다 이 데이터 세트는 국제 척수손상 코어 데이(171, 172). 터 

세트 와 국제 척수손상 비외상성 데이터 세트 를 포함하고 있다(SCI Core Data Sets) (173) (174) . 

이는 척수손상의 병인과 이의 보고를 포함한 기본적인 역학 데이터의 표준화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세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것이 척수손상의 전 세계적 역학적 경향의 데이(175). 터 

보고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 척수손상 학회 계획 이다ISCoS initiative( ) (176).

척수손상 코어 세트ICF (ICF Core Sets for SCI) 포괄적인 것과 간략한 것 는 척수손상에 한 ( )

임상 및 연구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국제 데이터 세트이다 급성기 이후와 장기 요양에 한 (177). 

코어 세트들이 년에 다른 장애 통계 영역과의 비교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2010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를 이용해 개

발되었다(177-179).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점들과 고려 사항

척수손상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면 전 세계를 기반으로 보다 많은 데이터 수집에 , 

한 심각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질 또한 향상되어야 한다 다음 내용에서. . 는 

척수손상 데이터 수집 관련한 일반적인 몇 가지 한계점들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데이터의 정의와 표준화

척수손상의 사례 정의와 포함 기준에 있어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는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 내에서 , 

다양한 상황 간 데이터 비교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인 의학적 정의는 임상적으로. 는 

기능적이나 역학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포괄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 예로 척수손상은 척수에 . “

부상을 당하여 감각과 운동 조절 기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 경우가 있다 미국 질병 .” (180) . 

통제 센터 에서는 일시적인 혹은 영구적인 감각 손실 운(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 , 동 

기능 손실 혹은 장 방광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척추관 내 신경 구성 성분의 급성 외상성 병변 을 / ”

임상적 척수손상의 정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질병이나 퇴행적 변화보다는 손상을 유발했던 , 

외부적 사건들과 관련된 외상성 사례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정의에서는 추간판 질환 척수손상. , 이 

없는 척추체의 손상 신경근의 결출 및 손상과 척추관 바깥쪽의 말초 신경 손상 암 척수의 혈관성 , , , 

질환 기타 비외상성 척수손상 질환들을 배제하고 있다,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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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 보고(Underreporting)

척수손상과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망 사례의 과소 보고는 저소득 중간 소득 국가에서 중 한 문제이/ 다

부분의 심각한 외상들의 경우와 같이 외상성 척수손상은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130, 182, 183). . 

만약 응급 외상 치료 서비스에 코드에 의한 사망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거나 이 서비스가 ICD 

응급 상황 시에 무시된다면 이 정보는 사라질 것이고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발생률과 사례 사망률, 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186).

심지어는 고소득 국가에서도 유병률과 발생률 추정을 위한 신뢰할 만한 정보는 수집하기가 어려울 , 

수 있다 세계적으로 척수손상 등록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소수이며 존재하는 등록 시스템의 포함 . , 

범위도 불완전한 상황이다 심지어 척수손상에 한 훌륭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외상성 . 

척수손상에만 데이터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비외상성 척수손상 사례는 상당히 과소 보, 고

되고 있다 외상성 척수손상 등록 시스템 같은 비외상성 척수손상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89).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고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병인으로 인하여 비외상. 성 

척수손상 당사자들의 경우 다각적 치료 서비스를 받는 환경에서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고 특화된 

척수손상 재활 서비스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88). 

▶ 기타 이슈

그간에 연구들을 통해 척수손상 데이터 및 근거와 관련된 그 외의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밝혀졌다. 

이 내용에는 다음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 의무 기록 관리 개인 기록 내에 부정확한 정보나 정보의 소실이 발생하는 것 예를 들어 신경학적 증상이 , . , 

없는 척추 골절이나 타박상이 척수손상으로 코딩되는 경우 부정확한 코딩은 척수손상 사례 과  보고, ICD 

의 원인이 된다(over-reporting) (20). 

• 부분의 발생률과 유병률에 관한 데이터는 하나의 병원에서 기반한 설문 조사로부터 온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해당 국가의 전반적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도구의 적절성 코드는 구체적으로 척수손상을 정의하지 못하지만 몇몇 코드가 골절 외상성 파열. ICD-10 , , , 

척추체 전위 완전 불완전 손상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코드를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 / . 

는 역학 연구에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187).

• 일관성 없는 용어의 사용 예를 들어 이분척추증에 한 학술 자료. . 

• 상 적으로 작은 표본 크기.

• 발생률과 유병률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의 과학적 건전성.

• 척수손상 원인에 한 노출 정도에 한 데이터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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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제안

이 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터를 사용해 척수손상의 발생률 유병률 경향, , , 

비용에 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데이터의 질과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의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 

이에 한 결론은 아직까지 유보적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근거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수와 그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입 전략을 개발 및 평가하고 정책 입안자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 ,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면 예방과 의료적 사회적 조치에 한 . , ,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혹은 만족스럽게 결정할 수 없다.

연구 임상적 치료와 정책 수립에 적용될 수 있고 특히 장애인 권리 협약 내용 이행의 국가별 모니터, , 링에 

척수손상 장애인이 완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확고하고 믿을 수 있고 비교 가능하며 포괄, , , , 

적인 척수손상 데이터에 한 전 세계적 요구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의 제안 내용은 척수장애인 데이터의 질과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 

있을 것이다.

▶ 데이터 수집에 있어 국제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비교 능력을 향상시킨다

척수손상의 신경학적 분류를 위한 국제 기준(ISNCSCI)뿐만 아니라 의 WHO 손상 외인에 관한 국제 

분류(ICECI),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ICF)는 모든 건강 및 장애 데이터의 보편적인 틀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사용되어야 한다 국제 척수손상 학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 (ISCoS) 

국제 척수손상 데이터 세트는 척수장애 데이터 비교 가능성 향상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각국이 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 모든 건강 데이터 수집에 관한 국가의 데이터의 수집에 와 를 표준으로 공식 채택한다ICECI ICF .

• 반드시 모든 척수손상 데이터가 의 용어와 의 장애 모델을 사용하여 수집되도록 한다ICECI ICF . 

• 모든 척수손상 데이터가 국제 척수손상 코어 데이터 세트를 최소 기준으로 적용해 보고되도록 한다.

▶ 국가 척수손상 통계 시스템 개선

척수손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최선의 방법은 척수손상 등록 시스템을 통하여 병원이나 기타 의료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바로 모아 미국의 국립 척수손상 통계 센터 와 같이 (NSCISC)

정부의 권한 아래 가장 관리가 잘되는 중앙 데이터뱅크로 집중화시키는 것이다 등록 시스템은 예. 방 

프로그램 및 척수손상에 한 기타 정책적 응에 중요한 척수손상 발생 경향과 척수손상 장애인의 

요구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종단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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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 등록 시스템이 없다면 다음의 전략이 데이터 수집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척수손상 정보를 국가 내의 건강과 장애 데이터 수집 시스템 내에서 수집하며, 

데이터를 발생률 경향 분석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된 항목별 최소한 성별 연령 병인 로 세분화가 가능하게 ( , , ) 한다. 

• 척수손상 데이터를 인터넷상에 검색 가능한 연간 보고서 형태로 제작해서 누구나 쉽게 이 데이터에 접근할 , 

수 있도록 한다.

• 병원과 기타 건강 관리 기관에서 최소한의 추가 비용을 들여 적절한 기록 관리와 국제적인 데이터 기준에 

기반한 포맷을 사용하여 척수손상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격려 지원한다, .

• 인구 총 조사나 국가 가족 건강 조사와 같은 총인구 보건 및 장애 조사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경제 조사에 , 

척수손상 관련 질문을 포함시킨다.

•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이후에 특이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해 척수손상 특이적 데이터를 수집한다.

• 국제 척수손상 학회나 기타 척수손상 전문가 기관의 자원을 이용해 비외상성 척수손상 표준 기록 방식과 

외상성 비외상성 척수손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척수손상 등록 시스템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 

▶ 척수손상 연구를 장려하고 향상시킨다

확고한 지역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의 국가들은 특히 종단 연구나 코호트 연구와 같은 

척수손상 연구를 독려하고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척수손상에 한 인식을 개선하고 척수손상 연구에 한 젊은 보건 연구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료

와 관련 보건 직종의 커리큘럼에 척수손상 주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연구자에게 예방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기관과의 협력을 장려하여 발생률 데이터와 함께 예방 전략에 한 ,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 캠페인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 직접 간접 척수손상의 비용을 확인 표준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틀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 후에 이런 데이터 / , . 

항목은 척수손상의 사회적 비용에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행정적 국가적 데이터 수집 체계에 편입되어야 , 

한다.

• 척수손상의 경험에 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설문 조사의 질문들과 기타 데이터 수집 전략을 고안할 때 척수

손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을 포함시킨다 수집된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척수손상 데이터 . 

세트와 연동시킬 수 있다. 

• 발생률 생존율 유병률 병인 보건 의료 관리 전략 측면의 근거 기반 강화를 위해 비외상성 척수손상 연구, , , , 에 

한 지원이 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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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spinal cord injury

3. 척수손상의 예방 



저는 세 남성으로 중증의 불완전 마비 척수장애인 경수 번 입니다 제가 살이었던 년에 교통사고로 척수“ 52 ( 4 ) . 16 1973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제 잘못으로 발생했습니다 술을 조금 마셨었고 운전면허도 없이 너무 빠른 속도로 . . , 
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팔을 약간 움직일 수 있고 손을 약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 수는 있으나 걸을 수는 없습니다. . . 
컴퓨터 자판을 칠 수가 없어서 음성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해 컴퓨터에 글을 입력합니다(speech-to-text) . 
이동할 때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개인 신변 처리를 위해 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4 .”

스티그 덴마크( , )

농번기 기간에 다음 쌀농사를 위해 좋은 종자를 구매할 돈을 마련하고 또한 아이들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 , 
애들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부가 수입을 얻고자 하노이에 있는 건축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벽돌을 . 
한 짐 지고 젖은 판재 위를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었을 때 말 그대로 제 모든 인생이 그 도시에서 그날 무너져 , 
버렸습니다.”

익명 베트남( , )

년에 집 지붕에서 떨어져서 척수손상 경수 번 을 입어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손가락과 팔만 제한적으로 “1976 ( 5-6 ) ,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미국( , )

년에 총상을 당해 흉수 번 부위에 손상을 입었습니다“1998 6-7 .”

로버트 우간다( , )

년 월 호주 퀸즐랜드 누사 헤드에서 서프보드를 타던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경수 손상을 입었고“1997 10 . 
번 머리를 제외한 신체의 다른 부분은 전혀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4-5 ) . 

손상을 당하자마자 많은 어려운 점들이 갑작스레 발생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 
자립을 극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제 해결 능력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브래드 호주( , )

년 제가 살 때 럭비를 하던 중 척수손상을 당한 이후 계속 사지 마비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1974 , 15 .”

리처드 뉴질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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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이 교통사고나 추락과 같은 외상성 사건으로 발생했을 때 종종 순식간에 건강한 상태에, 서 

영구적인 장애 상태가 된다 손상 원인이 외상성이든 비외상성이든지 간에 좋은 소식은 이러한 손. , 상의 

상당 부분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차 예방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인이든 혹은 집단이든 척수손상의 원인을 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한 행동 등이다 이차 예방은 . , . 

일단 척수손상이 발생했을 때를 기점으로 한다 이 단계의 목적은 조기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여 장애.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장 보건 의료와 재활의 요구 입원 전과 급성기 치료 참조 손상 이후(4 : : ). 에 

적절한 시설로의 올바른 이송을 포함해 척수손상 가능성의 조기 인지와 급성기 재활에 한 접근이 

이차 예방의 한 부분이다 삼차 예방은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가정과 사회로 척수장애인의 성공적인 .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척수손상 이후 재활과 환경적 개입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1).

모든 형태의 예방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하다 척수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건강 상태의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해 인권 및 사회적 통합과 더불어 건강에 한 접근을 강조해 왔다(2).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존중과 존엄의 인권 원칙은 척수장애인의 삶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의 예방 전략 (3) 

수립을 주문하고 있다(4). 

이 장은 척수손상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히 우선적으로 외상의 근원을 줄이기 위한 일차 예방 중재, 에 

해서 논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효율성이 입증된 중재 내용을 강조하고 더욱 연구가 필요한 개입 .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이차 삼차 예방 방법은 이어지는 장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다. , .

외상성 척수손상의 원인 

외상성 척수손상은 교통사고 추락 폭력과 같은 다양한 외적 요인을 통해 발생하거나 혹은 다양한 활, , 

동을 수행할 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포츠 활동 중에 혹은 집에 있는 동안 발생하기도 한다 예방 , , , . 

전략은 손상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이 섹션에서는 원인에 따. 른 

외상성 척수손상의 예방법을 알아본다.

3 척수손상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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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지역 간의 지역 내의 상황과 구체적 경위는 다양하겠지만 교통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척수손상의 , ,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다 전 세계 교통사고 통계 장 참조 에 따르면 척수손상 발생은 젊은 성인과 . (2 ) , 

남성 사이에서 높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척수손상 예방에 있어 상당히 (5-7). 

중요하며 해던 매트릭스 에 기술된 충돌 전 충돌 시 충돌 후의 단계별로 비해야, (Haddon matrix) , ,  

한다((8), (표 3.1 참조)).

표 ( 3.1) 교통사고 부상 방지를 위한 해던 매트릭스 적용(Haddon matrix) 

단계
요인

사람 차량과 장비 환경

충돌 전 충돌 예방 정보

태도

손상

경찰 공권력

안전주행능력 라이트

브레이크 핸들링

속도 관리

접근의 용이성

화재 위험

충돌 충돌 시 부상 예방 안전구속장치 사용

손상

탑승자 구속장치

기타 안전 장비

충돌 방지 설계

도로변 충돌방지

상

충돌 후 생명 유지 응급조치 기술

의료진에 접근

접근의 용이성

화재 위험

구호 시설

교통 혼잡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 시스템 적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스템 적용은 고소득 국가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망과 장애를 줄이는 데 

있어 핵심이 되어 왔다(그림 3.1) 이 접근 방식은 모든 종류의 차량과 공간을 공유하는  (9, 12). 

다양한 도로 사용자의 상호 작용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만약 구성 , 

요소 차량 사람 도로 와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시스템 설계 이는 더( , , ) ( )  

심각한 부상과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전 시스템(9).  

방식 적용이란 충돌 전 충돌 시 충돌 후 각각의 단계에서 주요 오류 원인을 확인하고 수정하기 , , ‘ ’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량 탑승자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과속이나 부적절한 속력. , , 

안전벨트 미착용과 아동용 카 시트 미장착 음주 운전이나 향락성 약물 중독 운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13).

충돌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개입으로 확인된 목표 상의 제거와 더불어 액션 플랜의 개발과 이행

은 안전 시스템 방식 적용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도로 안전 행동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12, 14).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 광범위한 지역 사회의 수용 확인된 사업 주도 기관 예를 들면 교통부 , , ( , 

내의 독립 기구 과 범정부 부처와의 내부 협력 그리고 산업계와 자동차 협회 의료 전문가 도로 ) , , , 

안전 옹호 그룹 같은 비정부 기구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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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스템 방식은 전체적 순환적인 방식이며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 문제 확인.

• 전략 구성.

• 선택된 정책 이행.

• 평가 평가 후 정책 미세 조정 재평가, , 

출처: (10, 11).

그림 ( 3.1)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 시스템 접근 방식‘ ’ 

이 조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음주와 운전 속도 안전벨트 및 헬멧 사용 등에 한 적절한 법을 만들고 이를 강제, , .

• 사회적 캠페인 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도로 안전 관련 중 교육, .

• 에어백 안전 구속 시스템 도로 설계를 포함한 공학적 안전 책 마련, (restraint) , .

안전 시스템 방식 적용은 교통사고 감소를 통해 중요성이 입증되었고 이를 근거로 도로 안전 시스템은 계속, 

해서 업데이트되는 중이다(9, 12).

도로 환경 차량의 수 차량 이용 특별한 자원 제약 조건 등을 고려한 고소득 국가에서 저 중소득 국가로의 , , , ·

지식과 기술 이전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충돌 관련 사망률과 이환율 의 (Mortality & Morbidity) 처

에 있어 중요하다(15).

차량 이용자의 척수손상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활동 

척수손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별적인 개입이 진행되는 한편 (16, 17) (박스 3.1 참조) 전체적인 , 

도로 환경 예 토지 사용 지역 사회로의 를 위한 접근 주택 주변 기타 편의 시설 에 초점을 맞추어 ( : , / , , )

시스템 접근 방식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모든 도로 . , 

물리적
힘에 대한
인간의
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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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요구와 능력 탑승자뿐만 아니라 충돌 시에 차량과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다른 도로 , 

이용자의 안위까지도 보호하는 차량 설계와 홍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9, 12). 

개입 방법은 (표 3.2)에 제시했다.

주로 차량에 한 개입 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겠지만 통상적인 환경 구조 개선을 통한 교통 , 

완화 조치 예 우회로 노면요철 포장 차량 분리 등 로 도시 지역의 교통 충돌 사고율을 잠재적으로 ( : , , )

낮출 수 있다. 

박스 3.1. 척수손상 위험을 증대시키는 차량 충돌 전복 사고(Rollover)

마틸다는 친구의 농장에서 번째 생일파티를 한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남자 친구의 차를 혼자 운전하고 있었다30 . 
그녀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녀가 몰던 차량은 부실하게 건설되어 급격한 경사면이 있는 . 
아스팔트 도로 갓길 구간으로 미끄러지면서 눈 깜작할 사이에 균형을 잃어버렸다 이어서 앞쪽 안쪽 타이어가 도로 , . 
가장자리에 부딪히면서 차량이 전복되었다 심각한 충돌 사고만큼 마틸다의 부상도 심각했으며 그녀는 목 골절과 . , 
탈구의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사지 마비가 되었다, .

마틸다의 사례는 전형적인 사고의 모습이다 차량이 전복되는 충돌 사고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게 된다 차량이 전복. . 
되면서 탑승자의 머리가 차량 천장에 닿게 되고 이 경우 모든 신체 무게가 목에 실리게 된다 그리고 , (16, 18, 19). 
축방향 압력으로 인해 경수 골절 탈구가 발생하게 된다 차량 출동 전복 사고는 비교적 흔히 발생하며 특히 과속- . , , 
차량 불량 정비 도로 상태 부실과 같은 위험 요인이 발견되는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 

차량 전복 충돌 사고의 발생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량의 전복 방지 기준 도입을 포함한 규제 마련 (20).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이용 예 미끄럼을 감지 및 방지해서 차량의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컴퓨터화 된 (ESC) . : 
기술 (21, 22). 
∙갓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 펜스와 갓길 실링 설치 (road shoulder sealing) (23).
∙과속 피로 음주 운전에 한 적극적인 책, , .

또한 다음의 구체적 조치 포함해야 한다.
∙머리 안전 구속 장치의 높이 규정을 구체화한 차량 좌석 디자인과 세 한 좌석 디자인 의무 규정 도입은 경추 연부 

조직 염좌 가능성과 정도를 낮출 수 있다 예 편타 손상(soft-tissue) . : (whiplash-type injury) (24-26).
∙올바른 점식 안전벨트 사용으로 긴장 굴곡 손상과 같이 차량 내부 구조물 충돌로 인한 심각한 3 - (tension-flexion) 
두부 충격 및 차량에서 탑승자가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흉추 요추 손상을 효과적으로 (24, 27, 28) , -
예방할 수 있다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벨트 착용 주의 시스템과 같은 행위적 개입과 더불어 . , 
강제력을 지닌 조치가 필요하다(20, 30).
∙아동의 연령과 몸무게에 맞는 아동 안전 구속 시스템은 유아와 아동의 손상 위험 감소에 매우 중요하며 흉추 요추, - , 
복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점식 벨트가 바람직하다2 (13, 31-33). 
∙오토바이 헬멧이 외상성 두뇌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현재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경수 손상 예방에, 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헬멧의 손상 방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 
하다(34).

다른 도로 이용자 보호

위험에 노출된 도로 이용자 오토바이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의 척수손상과 기타 부상을 ( , , )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토 를 마련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다 무엇보다도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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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적절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과 충돌 위험 감소를 위해 설계된 행동적 

측면의 개입이 예방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급격하게 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동의 주요 방법이 보행 또는 자전거 이용

이거나 탑승자 안전 규정 조치가 없는 만원 픽업트럭 등과 같은 안전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는 

저 중소득 국가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높은 교통량으로 인해 충돌 · (9). 

위험성은 높아지게 되며 만약 인프라 발전이 더딜 경우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맥락, . 

에서 기술 이전과 안전 시스템 채택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망률 이환율 장애의 급격한 감소라‘ ’ , , 는 

상당한 범위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44).

표 ( 3.2) 도로 충돌 사고에 대한 개입 대책 요약

광범위하게 시행 및 이행되어야 할 개입 대책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적인 평가 

필요
비효율적이며 이롭지 않으므로 

제거 필요

음주 운전 관련 법률 제정 및 시행모든 도로 운전자 상 (
혈중알코올농도 로 제한하고 초보 운전자는 더 0.05g/dl
강한 규정 적용 음주 운전 불심 검문 시행 주류 구매 최소 , , 
연령 적용 판매 시점 규제 포함, (POS) ) (9)

몸집이 큰 아동을 위한 아동용 

좌석 사용 (booster seats) (35)
도로 환경이나 차량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이나 조치 

없이 진행되는 도로 안전 교육

안전벨트 사용 (36)
아동 승객 안전 구속 장치 사용 (35)

학교 기반 운전자 교육 (37, 38)
에어백을 갖춘 좌석에 아기나 

아동을 안고 탑승 (39)

오토바이 헬멧 (34, 40)
속도 제한 규정 마련 및 시행 속도 감시 카메라 사용( ,
학교나 병원 주위 속도 제한 포함)
오토바이 주간 전조등 운행 (9)
보행자와 이륜차를 자동차와 형 차량으로부터 분리하는 

도로 설계 (9, 12, 41) 
지역 거점 교통량 저감 책 (42)
등급별 운전면허증 제도 (43)

▶ 추락

교통사고 다음으로는 추락이 척수손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척수손상의 결과로는 다음의 네 . 

가지 유형이 확인된다.

• 같은 높이에서 추락 예 운동 경기 중 카펫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무거운 하중을 운반하다 넘어지는 경우 ( : , , 

(박스 3.2 참조))

• 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추락 예 계단이나 낮은 담에서 추락1 ( : )

• 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 예 건물이나 말에서 추락1 ( : )

• 낙하물에 의한 부상 예 광산 갱도 붕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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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심각한 추락 사건이 작업 현장이나 운동 경기 도중 혹은 안전하지 못한 집이나 거주 시설에서 , 

발생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추락은 계단이나 기타 다른 장애물로 인해 발생하며 특히 노인과 아주 . , 

어린 아이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추락 사고의 예방은 어수선한 현장 늘어진 카펫 평평하지 . , , 

않은 바닥 정리 등을 통한 노인 주거 환경 개선과 조명 시설 난간 적절한 높이의 의자 화장실, , , , 

침  설치 등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신체 균형 감각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에 노(48). 출된 

사람들을 확인하고 균형 감각 향상과 추락 예방을 위해 운동 수업과 같은 책을 이행하고 적절한 , , 

보조 기구의 제공 예 보행기 및 보조 기구 사용과 유지 관리에 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 ) .

추락 예방에는 환경 개선 관련 법과 규제 실시 위험에 한 중 교육 즉각적인 추락 후 관리 , , , 

등이 포함된다 개입 책은 . (표 3.3)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 

박스 3.2. 머리로 무거운 물건을 운반 중 추락 부상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 사람들은 머리로 물건을 운반한다 포터들은 정기적으로 에 달하는 물건을 머리로 운반. 100kg
한다 이런 운반 방식은 방글라데시 가나 시에라리온 에서 행해지고 있다. (45), (46), (47) .

방글라데시에서 머리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 물건이 떨어지면서 경수 손상을 당하는 사람들은 종종 포터나 농민으로 

일하는 가난한 젊은 남성이다 부분의 경우 이들은 농작물 비료 쌀과 같은 것들을 운반한다. , , .

머리로 물건을 운반하는 도중 물건이 떨어져 척수손상을 당할 위험은 업무 초보자나 미숙련 작업자 아동 그리고 , , 
하중이 넘는 경우 상당히 증가한다50 (45).

물건의 균형을 잡기 위해 항상 머리를 수직으로 세우고 운반을 하는 경우 걸어가는 길 상황을 살기가 매우 힘들다, . 
평평하지 않거나 미끄러운 바닥이 종 물건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곤 한다 정도의 추락 사건이 농촌 지역 농장. 60% , 
혹은 진흙탕 길에서 발생한다 물건이 떨어지면서 운반자는 균형을 게되고 이때 물체의 추락 가속도와 물체의 무거운 . , 
하중이 결합하여 높은 에너지가 발생하는 사고로 이어진다 물건의 무게와 운동량으로 인해 운반자는 무거운 물건을 . 
머리에서 어내기가 힘들고 목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체로 추락의 낮은 에너지가 높은 . 
에너지로 바뀌면서 척수손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간과하곤 한다 왜냐하면 체로 사고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힘이 없는 가난한 . 
사람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높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들은 체 다 그러나 당사자 개인과 가정에 있. , . 어 

이런 부상의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물건을 운반하는 방식을 바꿈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외바퀴손수레를 이용해 오랫동안 안전하게 무거운 물건을 . 
운반할 수 있다 외바퀴손수레를 안으로 권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외바퀴. , 
손수레를 보다 매력적인 안으로 고용주에게 소개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도 필요하다.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예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락이 발생하는 메니즘 메카니즘 과 결국에는 ( )
손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한 세 한 분석이 필요하다.

▶ 폭력

총기 공격 자해 혹은 의도하지 않은 발포 등 의 사용은 가장 일반적인 척수손상의 원인 중 하나이( , , ) 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사막 지역은 전 세계에서 폭력으로 인한 척수손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든 척수손상 사례의 ( 3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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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3) 추락 방지 대책 요약

추락의 분류
광범위하게 시행 및

이행되어야 할 개입 대책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적인 평가 필요
비효율적이며 이롭지 
않으므로 제거 필요

같은 높이에서 추락

어지러운 바닥 늘어난 카펫 정리, , 
밝은 조명 설치 난간 적절한 높이, , 의 

가구 설치

고립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미터 이상 높이에서 추락1 . 
예 고층 건물 지붕 나무: , , 

고층 건물 창문에 보호막 지붕에 , 
안전 펜스 설치 (49)
안전한 농산물 수확 장비*

건물 법령 시행(50)
농산물별로 추락 위험성을 어린 

아동의 부모에게 교육 (51)

고립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무거운 물체에 의한 타격 

혹은 충돌 예 머리로 무거. : 운 

물건 운반

가능하면 외바퀴 손수레 사용

머리로 운반하는 물건의 중량 

및 작업자의 연령 제한을 담은 

작업 현장 법률 적용*

책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노동법이 취약하거나 시행되지 않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더욱 쉽지 않다* . , .

칼과 날카로운 물체도 척수손상을 일으키는 관통형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폭(penetrating) (53). 탄 

폭발로 인한 척수손상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소수의 경우 의도적인 자해의 형태로 높은 지역에(54). 

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제시된 근거에 따르면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시행하고 총기 소지율이 낮은 , , 

지역은 총기로 인한 폭력 사건의 발생이 낮았다 총기 휴  금지 등록 허가제 총기 구매 최저 연령 . , , 

설정 구매자 배경 조사를 포함한 강력한 총기 허가제와 구매 정책이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 , ,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효과적인 방안임이 밝혀졌다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에서 시행, . 된 

연구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 를 금지하는 법이 범죄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젊은이들이 갱단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주위를 환기시키(55). 는 

등의 다양한 전략은 총기 수요를 낮추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 

칼과 기타 날카로운 물체와 관련해 정부는 규제 조치와 더불어 이러한 무기의 폭력적 사용의 이면, 에 

깔려 있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도 함께 취해야 한다 총기와 관련된 폭력· . 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비해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과 관련된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한 증거 

사례들이 많지는 않다 지금까지 관계 당국은 총기 규제에 사용되었던 유사한 조치들에 초점을 . 

맞추어 왔다 영국에서의 이런 조치들로 법률 개정 예 접이식 칼 금지 구매 최저 . ( : (flick-knives) , 

연령 설정 강력한 시행 불심 검문 조치 자진 무기 반납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 (‘ ’ ), . 

들의 성과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55).

위에서 언급한 총과 칼 같은 치명적인 수단으로의 접근을 줄이기 위한 조치 이외에도 폭력을 방지

하기 위한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먼저 아동 학  및 나중에 성장해서 발생할 수 있는 . , 

다른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 아이를 돌봐 주는 사람들 간의 안전하고 안정적이, , 며,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미래에 청년기 폭력에 연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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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삶의 기술을 개발시켜 줘야 한다 세 번째로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 , 

하는 무절제한 음주와 쉬운 음주를 줄여야 하며 네 번째로 여성에 한 폭력 방지를 위해 양성평, , 

등을 고양시켜야 한다 다섯 번째로 폭력을 조장하는 문화와 사회적 양식을 변화시키고 마지막. , , 

으로 희생자 확인 보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 .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원인 

비외상성 척수손상 예방은 공공 보건과 질병 통제라는 양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조치에 달려 있다. 

예방 가능한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전염병 결핵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TB), (HIV)

• 비전염성 질환 암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인 골관절염과 같은 퇴행성 질환 심혈관 질환, , –
• 영양 결핍 신경관 결손 비타민 결핍 , B12 (56) –
• 의료 치료에 따른 합병증

각각의 상황과 관련된 몇몇 예방 전략을 아래에 기술하고 (표 3.4)에 요약하여 제시했다.

결핵과 같은 전염병은 고소득 국가보다 저 중소득 국가에서 더 흔히 발생한다 결핵에 걸린 사람 중 · . 

에서 발생하는 척추 결핵은 결핵의 유병률을 고려했을 때 특정 환경에서는 척수 질환 상태에 1-2% , , 

따라 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척추 결핵의 유병률은 감염 증가와 더불어 늘어났다20% (58, 64). HIV 

일반적인 임상 증상은 요통 발열 체중 감소 신경학적 결손 등이다 결핵의 결과 발생(65-67). , , , (68). 

하는 척수손상의 예방은 조기 발견과 치료에 달려 있다 척추 결핵은 생검이나 자기 공명 영상법(69).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저 중소득 국가에서는 쉽게 이용할 수 없기 (MRI) . ·

때문에 진단이 늦어진다 척추 결핵 치료는 일련의 과정 동안 철저하게 항결핵약제를 복용하거나, (70). , 

진단에 따라서는 척추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표 ( 3.4) 비외상성 척수손상 예방을 위한 개입 방법 요약

원인 광범위하게 시행 및 이행되어야 할 개입 대책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적인 평가 필요

전염병 예 결핵균 ( : TB,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백신 결핵균 백신( : Bacille Calmette Guérin) –
척추 결핵의 조기 발견 및 치료(58)

에 한 고활성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HIV
(HAART) (57)

암 조기 진단과 치료

이분척추증 과 옥수수 가루에 엽산과 기타 미량 원소를 

첨가해 영양소 강화 임신 개월 전후로 (59), 3
엽산 보충제 매일 복용 (60, 61).

출산 가능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철분 및 

엽산 보충제 복용 (62, 63)

척수 퇴행성 상태 알려진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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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에 전이된 암은 척수와 주위의 척추 구조에 압력을 가한다 만약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 , , 

마비 요실금으로 이어진다 척추 암 전이 예방은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달려 있으며 특히 유방암 폐암, . , , , 

전립선암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척추 종양이 발생한 경우 척수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치료(71). 

법은 방사선 치료 수술 약물 요법 화학 요법 등이 있다, , , (72, 73)

비록 신경관 결손과 관련된 몇몇 좋은 치료법이 소개되고 있지만 엽산을 늘려 섭취하는 것이 신경관 , 

결손 예방에 있어 실용적이며 경제적인 영양 개입 방법으로 보여진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74, 75). 

메타 분석을 통해 이런 관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박스 3.3 참조).

약 개국에서 의무적으로 가루에 엽산 을 첨가한 영양소 강화를 통해 이분척추증의 발생률을 63 (91)

감소시켰다 임신 전후기 엽산 보충제 섭취 임신 전후 개월 는 이분척추증을 포함한 (77, 82, 93). ( 3 )

신경관 결손을 가지고 태어나는 태아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예를 들어(60, 61). , 

이스라엘 연구에서는 년간 엽산 보충제를 섭취한 후에 출산한 태아 만 명당 이분척추증3 (2002-2004) 의 

발생률이 명에서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입증되었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엽산 섭취에 14.4 8.9 (84). 

한 지식수준을 상당히 끌어 올릴 수 있으나 임신 전후 섭취 장려를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이 (94) 

필요하다.

박스 3.3. 이분척추증예방법 

이분척추증은 전 세계적으로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 결함이다 이분척추증 발생에 한 체계적 검토 결과. , 
발생률은 브라질의 만 명당 명 에서부터 오만의 명 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2.3 (76) 32.1 (77) . 를 

위해 진행된 메타 분석에서는 전반적인 발생률을 만 명당 명으로 계산했다 사용된 방식과 용어는 부록 참조8.4 ( C ). 

이런 전반적인 발생률은 다양한 임신과 출생 형태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의 발생률 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 (2
참조 이분척추증의 전반적인 발생률은 출산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만 명당 약 명인 반면 출산과 사산 ). 4.5 , 
데이터 혹은 출산 사산 임신 중절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만 명당 명과 명으로 각각 보고되었다, , (TOP) 10.0 9.1 .

엽산 보충제 섭취는 이분척추증과 신경관 결손 에 의한 임신의 위험을 약 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NTDs) 50% 로 

알려졌다 배아의 발육 단계 초기에 착상 후 일 신경관이 막히기 때문에 엽산 섭취의 이상적인 시기는 임신 (78). ( 28 ) 
전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계획적으로 임신을 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낮은 교육 수준의 (79). , ·
여성 이주민 여성 비계획적 임신을 한 여성 등과 같이 높은 위험 속에 놓여 있는 여성을 상으로 한 보충제 섭취 , , 

장려 교육 캠페인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응하기 위해 몇몇 국가에서는 다양한 식품군에 (80). , 
엽산 영양 강화식품 도입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법안 입법을 선택했다 는 엽산 수치를 끌어올리는 (FAFF) (81). FAFF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의무적으로 규정을 도입한 이후 미국 캐나다 서부 호주에서는 신경관 결손 유병률이 , FAFF , , , 

정도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의 입증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는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지 15-50% (82). FAFF , FAFF
못했으며 이를 의무적인 법률로 규정한 지역은 미주 륙 베네수엘라 제외 과 호주가 유일하다 또한 아프리카 서부 , ( ) . , 
태평양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과 동부 지중해 부분 지역도 의무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 유럽도 일부 지역에서도 , . 

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주로 동부 유럽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예 몰도바 공화국 우즈베키스탄FAFF ( : ,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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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 (83); b (76); c (84); d (77); e (85); f (86); g (87); h (88); i (89); j (90); k (80).

위의 수치는 섭취 이전과 이후의 이분척추증 발생률을 확인한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메타 분석을 FAFF 한 

결과이다 메타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인 효과 크기 발생률 는 연구 모집단의 출산과 사산을 포함한 연구만을 반영했을 . ( ) 때 

으로 의 신뢰 구간 나타났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전 세계적인 법안 도입은 이분척추증 0.43 (95% 0.39-0.63) . , FAFF 
태아의 출생을 잠재적으로 연간 략 명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사용한 방법은 부록 참조38,000 ( D ).

의 입증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 특히 동부 유럽 국가에서는 무조건적인 의무화를 국가 자율성FAFF , , FAFF 의 

부재로 인식하는 소수의 견해와 더불어 엽산 복용을 늘리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우려 사항 때문에 FAFF 
법안 도입을 주저해 왔다 현재 의무적인 규정이 없는 많은 나라에서는 임신 가능 연령 의 여성들에게 엽산 . FAFF 
보충제의 섭취를 권고하고 있으며 비록 엽산이 가져오는 어느 정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로 사회 경제적으로 , , ·
높은 지위의 여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 
부작용에 한 우려 사항에 적절하게 처하기 위한 추가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국가

출생

미국

브라질

이스라엘

소계

출생과 사산

오만

코스타리카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

소계

출생과 사산, 임신 중절

캐나다

캐나다

소계

종합

레퍼런스

발생률 비율

FAFF로 인한 SB의 위험성 감소 FAFF로 인한 SB의 위험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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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과 관련된 활동 장소 상황 , , 

▶ 작업장 직장 에서의 손상( )

척수손상을 일으키는 상당 부분의 사고가 작업장 특히 건설 농업 광산 현장에서 발생하(95, 96) , , , 고 

있다 작업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외부 원인은 높은 지역에서의 추락과 낙하물에 (95, 96). 

의한 충격과 충돌 등이다(96). 

주요 작업 현장은 수평 갱도인 반면 초기 작업장 진입로가 수직이나 경사로로 이루어진 지하 광산

에서 척수와 기타 다른 심각한 부상이 종종 발생한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광업 활동이 잘 조직되고 . 

높은 수준의 통제 속에 이루어지는 반면에 가난 높은 실업률 취약한 법 집행 만연한 부(97-99), , , , 

정부패로 얼룩진 저소득 국가에서는 광업 활동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곤 한다 예. 를 

들면 아프리카에서는 부적절한 보건과 안전 메커니즘으로 운영되는 비공식 영세 규모의 광산의 , 

수가 늘어나고 있다(100, 101).

광산 사고로 인한 손상은 관계 당국에 잘 보고가 되지 않고 통계도 잘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광산 업계에서 행한 부상 예방 프로그램의 사례도 있다(박스 3.4 참조).

작업장에서 손상 예방을 위한 전략으로는 노동법 분야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실행 규칙 마련과 , 

이행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활동 이행 등을 들 수 있다, (103-106).

박스 3.4.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광산 관련 사망과 부상 예방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광산에서의 사망 및 부상에 관한 데이터 활용으로 부상 예방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측정하고, 
마일스톤 기록 을 확인하고 미래 예방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추진한 체계적인 공공 보건 책에는 ( ) , . 
다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데이터 확보 예 광산 위치별 광물 종류 금 석탄 등 에 따른 광산 사고 사망자 및 : - , ( , )
부상자 수. 
∙위험 요소 확인 지질학적 수리학적 지진학적 그리고 광물 채굴 과정의 위험 요소: , , , . 
∙위험 분석 및 평가 각각의 위험 요소에 해 노출 정도 여부 노출의 가능성과 빈도 발생 가능한 결과 척수손상과 : , , (
같은 심각한 부상 등을 확인 그리고 위험 평가에는 위험의 수준을 결정하고 심각성의 정도를 등급화하는 내용을 ) . 
담고 있음.
∙예방적 요인 확인 위험을 제거 혹은 줄이기 위한 활동: .
∙위험 통제 관련 개입 조치 설계 및 이행 예 작업장 환경 구조 변경 장비 디자인 점검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한 : - , , 
새로운 규범 마련 조사와 안전 점검에 관한 정보와 훈련 제공, . 
∙강력한 규범 조항 시행 및 위반 사항 처

∙모니터와 검토 변화된 환경이 향후 효율적인 통제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이러한 과정의 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광산 업계에서 작업장 사망 및 심각한 부상 사례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 
아래 수치를 통해 광산 갱도 붕괴로 인한 사망률 부상의 가장 큰 단일 원인 이 년 월 백만 작업 시간당 - - 2003 1

에서 년 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원인으로 인한 부상은 감소해 년 백만 시간당 0.14 2011 0.05 . 51% 2003
에서 년 월 로 떨어졌다1.41 2011 1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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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도 붕괴로 인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광산 업계의 사망률과 부상률(2003-2011)

출처 남아프리카 공화국 광업 자원부의 동의 아래 자료 재생산: (102)

▶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으로 인한 손상

척수손상의 사례가 몇몇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환경에서의 척수손상 발생 메커니즘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오토바이 륜 오토바이 경주용 차량 같은 차량의 충돌 사고로 부상, 4 , .

• 럭비나 스키를 타던 중 같은 높이에서 떨어서 부상.

• 낮은 수영장에서의 다이빙과 같이 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추락 넘어지거나 점프로 인한 부상과1 , , (박스 3.5 

참조) 아동용 자전거에서 떨어져 부상 . 

• 암벽 등반 패러글라이딩 등과 같이 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 넘어지거나 점프 려 떨어져 부상 말이, 1 , , , , 나 

성인용 자전거에서 추락해 부상 혹은 운동장 시설에서 추락해 부상, .

박스 3.5. 척수손상의 원인인 다이빙

경수 손상 신경학적 수준 경수 번에 해당하며 사지 마비로 이어짐 은 다이빙으로 인한 척수손상의 가장 흔한 - 4 , - 
형태이다 이러한 다이빙으로 인한 손상의 형태는 부분 세 이하의 남성에게서 발생한다(107-109). 35 (110-112) 

다이빙으로 인한 척수손상과 관련된 원인으로는 다이버의 의식과 교육 부족 낮은 물로 다이빙 이하 지침과 , (1.5m ), 
안전 규칙에 한 심도 있는 이해 부족 수영장 풀의 특징적인 역경사 형태 알코올 섭취 등이 있다, , (111, 113, 114). 
예를 들어 캐나다의 야외 수영장 에서 발생하는 의 척수손상은 풀의 깊은 곳과 낮은 곳의 경계 부위의 , (in-ground) 63%
역경사 지역에서 다이빙으로 인한 충돌로 발생한다(111).

기준에 맞는 설계 특징을 갖추고 올바르게 풀을 설계할 경우 척수손상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올림픽 수영장 기준에 . 
맞는 최소 수심의 수영장 다이빙 보드에서는 다이빙으로 인한 척수손상 사례가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년 2.7m . 2010
국제 수영 연맹은 올림픽 다이빙 시설의 경우 다이빙 보드는 최소 그리고 다이빙 보드는 최소 의 , 1m 3.2m, 5m 10m
수심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115).

RSA 사망률 RSA 부상률 선형 (RSA 부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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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다이빙 조건 예 미터 이상의 깊은 수면에 한 주지 물 안의 물체 확인, ( : 3 , , 
가설치 수영장 에서 다이빙 금지 등 과 자세 엄지손가락을 감싸고 팔을 머리 위로 뻗고 방향을 잡고(above-ground) ) ( , , , 
물을 타고 수영하는 기술 등 에 한 교육 분 정도 으로 너무 깊은 다이빙을 방지하고 안전한 손과 발의 자세를 ) (7-10 )
잡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 이후 후속 조치를 통해 최초 다이빙 교육 개월 (116). , 20
이후에도 참석자들이 정보를 여전히 숙지하고 있으며 다이빙을 낮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7, 118).

다이빙으로 인한 척수손상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주요 영역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과 공공 수영장에 국내 국제적인 근거에 기반한 설계 기준 파라미터 을 수립하고 다이빙 안전 강화를 위해 , ( )
적용해야 한다.
∙가정용 수영장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다이빙의 위험성과 낮은 물에 머리부터 입수하는 방식의 위험 요인을 강조하는 

수영장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상해 위험 안전에 한 포괄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로 인한 손상이 전체 척수손상 사례의 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7%-18%

발표되었다 럭비 경기 관련 척수손상 예방은 주요한 팀 스포츠라는 맥락 속에서 성공적(119-121). 

으로 이행되었던 손상 방지의 뛰어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박스 3.6 참조).

박스 3.6. 럭비로 인한 척수손상 예방에 있어 선도적인 뉴질랜드의 사례

럭비는 선수들 간에 물리적인 신체 접촉이 많은 팀 스포츠이다 년  중반부터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같. 1990 이 

럭비 경기를 하는 국가에서는 필드에서 경기 도중 발생하는 척수손상을 포함해 심각한 비치명적 부상에 한 인식이 

늘어났다 이런 결과로 문제를 계량화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부상 감시 이 진행되었다. ( ) .

사고 보상 위원회 와 뉴질랜드 럭비 협회는 신체 접촉 스포츠(Accident Compensation Commission: ACC) “ (contact) 
라는 맥락 속에서 척수손상 근절 을 위한 견해를 가지고 협력하였다 부상이 발생한 상황을 연구한 자료에서 다음의 ” . 
위험 요인이 확인되었다.

상당히 위험한 경기 과정 스크럼 태클 러크 몰 럭비에서 특히 물리적 충돌이 심한 자세( , , / : ),•
선수의 빈약한 체력 수준 높은 태클 태클 과정에서 턱이 지면에 충돌하는 상황을 포함해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는 , , •
상황과 행동 

부적절한 경기장의 응급처치 상황 •
등이다(122).

뉴질랜드에서 년에서 년 사이 럭비로 인한 척수손상의 빈도는 아래의 첫 번째 그래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1976 2005 . 
패턴에 처하기 위해 뉴질랜드에서 럭비 스마트 라고 불리는 포괄적 예방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Rugby Smart) .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책을 담고 있다 코치 심판 선수에 한 안전 워크숍 의무화 안전 정보와 자료를 배포. · · , 
하기 위한 세미나 의무화 안전 관련 웹사이트 구축 코치와 심판이 사용하는 사이드라인 뇌진탕 체크 카드와 같은 , , 
부상 예방 도구 제공 모든 코치는 매년 럭비 스마트 프로그램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도록 했는데 이 결과 , , 
거의 의 코치와 심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100% (123). 

년에 건이었던 척수손상 발생 사례가 년에는 건으로 줄어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럭비 스마1996-2000 17 2001-2005 8 트 

프로그램 도입과 척수손상 발생 빈도 감소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아래 두 번째 그래프에서 나타(123). 
나듯이 럭비 스마트 프로그램이 진행된 지난 년 동안 연평균 두 건의 심각한 부상 사례만이 보고되며 척수손상 11
발생 빈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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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높은 위험 상황에 따른 럭비로 인한 척수손상 발생 빈도

출처 출판사의 동의 아래 자료 재생산 : BMJ Publishing Group Ltd. (123)

럭비 스마트 프로그램 도입 이후 뉴질랜드에서 럭비로 인한 심각한 부상의 감소

출처 뉴질랜드 럭비 협회와 사고보상위원회 가 공동으로 출판한 럭비스마트 내용 동의 아래 인용: (ACC) .

이러한 접근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적용되었다 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럭비선수 기금은 복스마트. 2008
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교육을 개선하고 부실한 응급 처치로 인한 부상 악화를 막기 위해 현장 응급 (BokSmart) . , 

처치 도구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지원 인력이나 훈련 받은 인력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코칭과 . 
선수 선발 과정의 개선 크라우치 크려 터치 손 포즈 멈춰 인게이지 스크럼 , (“ (Crouch, ), (Touch, ), (Pause, ), (engage,
형성 의 도입을 통한 스크럼 형성 규칙과 같은 경기 규칙의 변화 안전 장비 채택 등의 변화가 있었다)" ) , (125).

총계

태클, 러크, 몰

스크럼

럭
비
로
 인
한
 척
수
손
상
 발
생
 빈
도
(4
년
 주
기
)

연
간
 외
상
성
 두
뇌
, 
척
수
손
상
 건
수

럭비 스마트 시행



척수손상의 예방 3. 71

부분의 교육적인 책이 그러하듯이 효율성 여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해, ,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방 전략에는 자격 요건 표준화를 통한 위험 감소 교육 제공 적절한 . , , 

법률과 기준의 제정 및 시행 등이 포함된다 몇몇 스포츠의 전반적인 부상 방지 책은 . (표 3.5)에 

나타나 있다.

▶ 자연재해

척수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산사태 화산 폭발과 같은 지진 및 기타 자연재해의 범위는 몇몇 ,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에는 건물의 형태 재난의 발생 시각 재난이 영향을 미치는. , ,  

지역의 인구 도 등이 포함된다 돌로 쌓거나 비강화 석조 건축물로 지어진 건물 안에 (131, 132). 

있던 사람은 나무로 만든 건물 안에 있던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상의 위험이 높다 다수의 , (131). 

사람들이 위험한 건물 내부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한 경우 부상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자연재해를 예방하기란 쉽지 않지만 내진 설계 구조를 의무화한 적절한 건축물 규정을 시행함으로써,  

건물 붕괴를 줄일 수 있다. 

표 ( 3.5) 스포츠 활동 중 척수손상 예방을 위한 대책 요약

스포츠
광범위하게 시행 및
이행되어야 할 대책

평가 
비효율적이며 이롭지 
않으므로 제거가 필요

럭비 코치와 심판에 한 안전 교육 의무화 

(123)
위험한 경기 과정에 한 안전 규칙(122, 
125)

스키와 

스노보드

안전 조치에 한 교육과 트레이닝 예 알파, 인

책임코드 스키 코스에 위험 표식 및 (126), 
위험물 주위에 장벽 설치(126)

승마 안전 조끼(127) 아동은 말 안장에 확실히 

고정

다이빙 안전한 수영장 설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이행 예 수심 조명 다이빙보드의 높이. , , 와 

탄성(114) -
수상 스포츠 간에 주류 섭취 금지

교육적인 책 다이빙 지침, (116 118, 128)–

일반적 필드 

스포츠

적절한 표면 물질의 두께 장비의 높이, , 
유지보수와 관련된 운동장 기준(129)

심해 다이빙 감압 장비 조기 배치 (130)



72 척수 손상의 국제적 관점

결론과 제안

척수손상은 부분 예측 가능하며 예방 가능하다 지난 년 동안 상당한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져 . 30

교통사고 추락 폭력과 같은 다양한 원인 및 직업과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척수손상의 발생을 줄일 , , 

수 있는 입증된 책이 마련되었다.

이제는 효과적으로 알려진 책과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 사이의 격차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저 중소득 국가에 적합한 척수손상 예방 프로그램의 사례를 발견하고 기록하기 위해 시도했음에도 ·

불구하고 사례들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는 이 장에서 소개한 개입 책들이 저 중소득 국가에는 , . ·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많은 부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상황. . 과 

조건에 맞도록 시험하고 채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의 영역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예방과 관련된 기타 기관을 독려해야 한다. 

• 척수손상을 고려해 효율성이 입증된 일차적인 예방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예 차량의 머리 안전 구속 ( : 

장치의 구체적인 높이 요건을 명시한 의무 기준 요구 나아가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나 스포츠 활동에 ). 

있어 척수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이행한다 예 럭비 부상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 : 

그램)

• 전염성 질환 비전염성 질환 영양 결핍과 같은 비외상성 척수손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확인하고 치료하기 , , 

위한 의료 시스템을 강화한다.

• 이미 척수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척수손상 예방에 한 인식을 개선한다.

• 척수손상 예방 연구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한다 확실한 근거가 부족한 예방 조치가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다. 

예 다이빙 수업 위험 요인 분석과 개입 책에 한 평가는 어떤 개입 조치가 효율적이고 따라서 장려되어야 ( : ).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가 비효율적이고 위험해서 자제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핵심이 된다, .

• 모든 관련 분야와 이해 당사자를 포함시킨다 척수손상과 관련된 다양한 원인 활동 환경 등에 처하는 데 . , , 

있어 인프라 건강 산업 스포츠 교육 등 다수 분야의 담당자가 척수손상 예방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하나의 , , , , . 

주체가 책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 

한다.

• 예방 프로그램 담당 기관을 격려해 연구자들과 협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발생률 데이터를 예방 전략에 활용 , 

하도록 하며 연구자들은 예방 캠페인의 결과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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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and rehabilitation needs

4. 보건 의료와 재활의 요구 



살에 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기타 합병증 진단을 받았다 다음 해 번째 생일을 병원에서 보냈고 신경성 “15 . 16 , 
방광과 장 문제와 더불어 흉수 번 아래로 감각 기능을 상실해 하지마비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하지마비의 원인은 6 . 
명확하지 않지만 화학 치료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을 들었다 집에서 치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완전 골수 , . , 
관해 가 진행된 뒤 년 월 척수 병동에서 재활 치료를 시작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marrow remission) , 1990 7 . 
척수 병동에서의 삶은 힘들었다 젊은 여성 환자로서 나는 또래 여성들의 동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병원을 . , . 
벗어나고 싶은 강한 바람 속에 나는 더욱 열심히 재활을 하고 휠체어를 타고 사는 법을 익혔다 개월 후 나는 . 3 ,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더욱 자립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안네 호주( , )

응급실에서 깨어나 한 남성을 바라보았다 턱수염이 있는 의사는 얼굴을 나에게 가까이 가져왔다 그는 거의 위협“ . . 
적인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나는 어리둥절하고 믿을 수 . ‘ ?’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나는 큰 충격에 빠졌었고. . , 
척수손상에 대해서 놀랄 정도로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나는 의사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한다손 . , 
치더라도 당시에 의사가 말했던 손상 소견을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 상황을 전혀 받아들일 . ,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삶의 사형 선고를 듣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

조안나 뉴질랜드( , )

매일 운동하는 생활을 모든 사람에게 장려하는 시대인데 척수장애인이라고 다르게 살 이유가 있을까 나는 날마다 “ , ? 
열심히 운동을 한다 운동을 통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잠재적인 합병증도 막을 수 있고 오늘 . , 그리고 
내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도 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턱으로 조정하는 휠체어를 타고 목장이나 해변에 . 
나가는 일이 내가 가장 즐기는 운동이다.”

브래드 호주( , )

나는 큰 안정을 주는 치료를 매일 받았다 나는 간호사들 특히 방광과 장 관리법을 알려 준 분을 사랑한다 지금“ . , (
까지도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나는 매번 사람들이 침대 주위로 다가오거나 침대를 만질 ). 
때마다 발생하는 전기 충격 을 줄이기 위해 높은 침대 위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점차 나는 (electric shocks) . 
스스로 목욕하기 트랜스퍼 휠체어 타는 기술을 배워 나갔다 척수 병동 다른 환자들과의 어색함은 , (transfer), . 
바로 서기 힘든 사람이 억지로 일어나느라 바지가 그만 발목까지 내려왔을 때 금방 사라져 버렸다 이 일로 우리는 . 
함께 미친 듯이 웃을 수 있었다.” 

안젤라 우간다( , )

년 전에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방광 결석에 걸렸고 이후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자세 변화를 늦게 할 “2 , . 
때마다 엉덩이에는 항상 욕창이 발생했다 지금은 재활 치료 선생님의 지도 아래 욕창과 요로 감염 방지에 각별한 .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선을 다해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장담은 할 수 없다. , .”

첸 중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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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외상성이든 비외상성이든 척수손상은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건강 면에서도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개인의 훌륭한 삶이나 삶의 성취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척수손상의 . 

사회적 영향은 손상의 정도와 수준보다도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 특히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보건 , 

의료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올바른 관리를 받는다면 척수손상은 치명적인 상황도 . 

아니고 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구하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 , , , ,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도 아니다 이후의 장에서 사회적 장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 

살펴보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건강 관리와 보조 기기 기술을 포함한 재활에 해서 중점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해 달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건강 기준을 조에25 , 

재활 서비스 보조 기기 기술 포함 제공을 조에 그리고 개인의 이동성 보조 기기 기술 포함 을 조( ) 26 , ( ) 20

에서 밝히고 있다(1).

이 장은 척수손상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척수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합병증 그리고 이를 , 

건강 관리의 세 가지 주요 단계별로 관리하는 방법을 분석해서 설명할 것이다.

• 입원 전 급성기 치료& 신속한 응으로 생명을 살리고 환자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올바른  . –
초기 응이 없다면 척수손상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가 되거나 미래의 신체 기능과 자립 생활의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 급성기 이후 의료적 관리 및 재활 서비스 기능 회복을 극 화시켜서 개인이 최 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
이끌고 교육이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이 시기에는 적절한 보조 기기가 매우 중요하다, . . 

재활과 보조 기기에 한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척수장애인의 사회 참여 가능성도 낮아지게 된다. 

• 건강 관리의 유지 척수장애인이 요로 감염 욕창 과사용 손상 과 같은 척수손상 합병증을 , , (overuse injuries)–
예방 극복하며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부분이다 기본적인 보건 의료에 한 접근이 불· , . 

가능하다면 척수장애인이 일찍 사망할 가능성도 크다.

지면의 제약으로 이 장에서 척수장애인에게 필요한 모든 건강 관리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다 이 장의 . 

목적은 정책 입안자와 서비스 매니저에게 척수손상의 잠재적인 합병증과 건강 관리의 세 가지 단계에 

걸쳐 필요한 주요 서비스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4 보건 의료와 재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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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상성 비외상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 손상은 두뇌와 손상 부위 아랫부분의 감각과 운동 정보 이동을 /

방해하게 된다 척수손상이 신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손상 부위와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보건 의료 . , 

시스템에 달려 있다 척수손상의 신경학적 분류를 위한 국제 기준 은 신경 기능의 체계적인 . (ISNCSCI)

감각 운동 검사를 기반으로 손상의 정도 손상의 형태와 부위를 포함 를 설명하기 위한 보건 의료 세팅, ( )

에서 종종 사용된다(2). 

척수손상은 손상 정도(severity) 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2) . 

• 완전 손상 – 완전 손상을 겪는 사람들은 척수손상을 당한 부위 아래 특히 천수 번 아래로 감각과 운동 기능, 4-5 이 

없다.

• 불완전 손상 – 불완전 손상을 겪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천수 번 부위를 포함한 신경학적 손상 부위 아래로  4-5

약간의 기능 예 감각과 근육 이 남아 있다 그리고 불완전 척수손상은 남아 있는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 ) . 

전척수 증후군 중심척수 증후군 후척수 증후군 측척수 증후군 으로 나눌 수 있다, , , (Brown-Sequard syndrome) .

척수손상의 피해를 받는 부위는 마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신체의 부위가 어딘지에 따라 결정된다 예. : 

근육 기능 감각 손실 , (2)

• 하지마비 척수의 말단 구근부인 – 척수 원추(conus medullaris)나 말총 요수 번에서 뻗어 나가는 신경근의 ( 1-2

다발 을 포함한 흉수 번 요수 번 천수 번 부위에 손상이 가해진 경우를 일컫는다 하지마비는 두 ) (2-12 ), (1-5 ), (1-5 ) . 

팔과는 상관없이 몸통과 하체의 운동 능력이 다양한 범위에서 손실된 경우이다 예를 들면 흉수 번과 번 사이. , 2 8 에 

완전 손상을 당한 사람은 복부 근육 조절 능력이 떨어져 몸통 움직임 조절이 어렵게 될 것이고 두 다리의 기능, 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흉수 번과 번 사이에 낮은 수준의 완전 손상을 당한 사람은 몸통과 복부 조절 능력은 . 9 12

우수하지만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반면 요수와 천수 손상을 당한 사람은 어느 정도는 두 . 

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 장의 . 1 (그림 1.1)은 해당 척수의 위치를 보여 준다.

• 사지마비 경수 부위에 손상이 온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경수 번과 흉수 번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이. , 1 1– 다. 

손상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사지마비는 목 몸통 팔 다리의 다양한 정도의 기능 손실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 , . , 

경수 번 완전 손상을 당한 사람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며 경수 번 완전 손상을 당한 사람은 어깨와 1-3 5

팔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으나 팔목과 손의 움직임은 조절할 수 없다 경수 번 완전 손상을 당한 사람은 . 6

팔목을 펼 수는 있지만 손과 손가락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경수 번 완전 손상을 당한 사람은 , . 7-8

팔은 움직일 수 있으나 손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운동 신경 기능 손실 이외에도 척수손상은 장 방광 성 기능의 복합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는 신체의 - , , , 

자율 신경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척수장애인은 또한 광범위한 활동의 제한과 움직임 예 체위변경(3). ( : , 

트랜스퍼 보행 자기 관리 활동 예 목욕 옷 입기 용변 처리 식사 가사 활동 예 청소 요리 타인 , ), ( : , , , ), ( : , , 

돌보기 교육 고용 사회적 관계 유지 레저 활동 참여와 같은 분야에서 제약을 경험한다), , , , (4).

▶ 잠재적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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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은 사망과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차 합병증의 위험에 놓여 있다 이런 . 

합병증은 손상 이후 입원 전과 급성기 치료 단계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기타 합병증은 언제나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많은 이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들이 . 

있다. 

순환 기관

자율 신경 이상 반사증 (Autonomic dysreflexia):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흉수 6번 

부위 위로 손상을 입은 척수장애인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극심한 두통 심한 발한 피부 홍조(5). , , 나 

홍반 시야 흐려짐 체모가 곤두서는 현상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과 징후를 동반한다 유해 , , ‘ ’ , (5-7). 

자극을 포함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방광이나 장이 팽창되거나 막히는 경우 발생, 

한다 자율 신경 이상 반사증은 의료적 응급 상황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발작 죽음에 이르. , , , 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사지마비 장애인 혹은 중증 하지마비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간병인들이 . , 

반드시 예방과 처 방법에 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6).

심부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 척수장애인은 이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신경학적으로 혈관을 조절하는 일반적인 상태의 변화와 몸을 움직이지 못해 울혈이 발생하는 , 

손상의 급성기 급성기 이후 단계에서 위험하다 연령 비만 하지 골절 상태 임신 이전의 심부정/ (8). , , , , 맥 

혈전증 병력 등이 추가적인 위험 요인에 포함된다 통증 종창 압통 피부 변색 손상된 팔다리의 . , , , , 

체온 상승 등의 증상과 징후가 동반된다 이 증상은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기를 놓치(8). , 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사용한 신속한 치료가 요구된다 항응고제 복용(8). , 

압박 스타킹 착용과 같은 예방 조치들이 정말로 중요하며 이 예방 조치는 일반 병원에서도 치료 , 

책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8, 9).

저혈압(Hypotension): 기립성 저혈압은 사람이 누워 있다가 일어서는 경우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 증상은 사지마비 하지마비 척수장애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어떤 증상은 이후에. , , 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주로 손상의 급성기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피로, (10, 11). , 

가벼운 두통 어지러움 시야 흐려짐 근육 약화 그리고 일시적인 의식 상실 등이 전형적인 증상이, , , , 다

세심한 모니터링 지속적인 체위 변경 도움이 될 경우 약품이나 소금정제 제공(12). , , , (salt tablets) 과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13).

비뇨 생식 기관

요로 감염(Urinary tract infections (UTIs 요로 감염은 척수장애인에게 일반적인 질환이며 고소): , 득 

국가에서는 재입원 요인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조기 사망의 주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6, 14-16). 

척수손상은 방광 기능에 영향을 주며 관리 방법으로 많은 척수장애인들이 카테터를 사용, 한다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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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다만 방광 관리 방법과 사용하는 카테터의 종류에 따라 요로 감염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몇몇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요로 감염의 위험 증가와 관련된 다른 요인으로는 음용수 섭취(14, 16). , 

개인위생 임신 사회 지원 시스템 보건 의료 서비스에 한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 , (17).

요실금 배뇨 중 통증 냄새가 나는 탁한 소변 발열 무기력증 졸음 등이 요로 감염의 눈에 띄는 , , , , , 

증상과 징후이며 또한 경직 심화 신경성 두통 자율 신경 이상 반사증과 같은 척수손상 관련 합병, , , 증이 

심해진다 실험실 검사 소변 배양 분석 를 통해 요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최선의 (6, 15, 16). ( )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요로 감염 예방은 방광 관리의 주된 목적이다 적절한 카테터 사용(6, 15, 16). . 방법 과 

치료에 한 교육이 중요하다.

다른 관리 방법으로는 주기적 검사 적절한 음용수 섭취 개인위생의 바른 기준 방광 관리와 관련, , , 된 

의료 장비의 적절한 관리 등을 들 수 있다(6, 15).

신경 근육 골격계 기관

경직과 경련(Spasticity/spasms) 경직은 척수장애인에게 일반적인 이차 합병증 증상이다: (13, 18). 

이 증상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게 되고 운동 범위를 제한해 기능을 저해하는 관절 , 

구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관리 방법으로는 물리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스스로 운동하기 혹은 . 

위치 잡기 부목 고정 깁스 치료를 통해 진행하는 수동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있다 이 외에도 활발, , . 한 

움직임과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근육과 신경에 자극을 주는 전기 기계 온열 기기 치료를 , , 

할 수도 있고 항경련 약물을 처방받을 수도 있다, (18-20).

골다공증(Sublesional osteoporosis): 척수손상 이후에 급격히 골 질량 손실이 발생해 손상 부위  

아래로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 식생활로 인한 칼슘 섭취 부족 비타민 부족(21). , D , 

노화 활동량 저하는 골 도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 척수장애인은 , (21). , 

골절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트랜스퍼 같은 일상생활 동작 과정에서 쉽게 부상을 당할 , (transfer) 

수도 있다 척수손상에 이은 급속한 골 질량 손실을 고려했을 때 초기의 뼈 건강 관리는 특히 중요. , 

하다 관리 방법으로는 비타민 를 비롯해 칼슘과 함께 다이놀정 골 질량 손실. D (biophosphonates: 을 

예방 치료하는 약품 복용 체중을 지지하는 활동 하기 전기 자극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 ) , , . 

효능과 관련된 증거는 제한적이다(21-25).

이소성 골화증(Heterotopic ossification) 이소성 골화증은 척수손상 부위 아래의 관절 주변으로 : 

연약한 조직에 비정상적으로 뼈가 형성되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절 부위는 엉덩. 이, 

무릎 경추 손상 부위 어깨 팔목 등이다 이소성 골화증은 관절의 운동 범위에 제약을 가해 , , , (13). 

척수장애인의 기능적인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뼈 스캔이나 를 이용한 조기 발견X-ray 이 

중요하다 이소성 골화증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처 방법도 쉽지가 않다 근거가 아주 제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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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하지만 항염증제를 조기에 복용하는 것이 이소성 골화증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 

라고 알려지고 있다 약 복용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치료법은 이소성 골화증의 진행을 막는 데 .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영향을 받은 관절의 운동 범위 향상을 위해서는 수술이 좋은 방법일 수도 , 

있다(26). 

호흡 기관

호흡 기능 호흡과 관련된 근육이 마비되면서 척수손상 이후에 폐활량 편한 호흡 능력 기침하는 : , , 

능력 입안 분비물 제거 능력 등이 종종 약해진다 상위 손상 레벨의 사지마비 척수장애인인 , (27, 28). 

경우에 특히 더 취약하다 경수 번 위로 손상을 당한 척수장애인은 지속적으로 기계적 호흡이 필. 3 요

할 수도 있고 적절한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횡격막에 심박 조율기 를 삽입해야 할 수, (pacemaker) 도 

있다 척수손상인의 상태에 따라 급성기 치료 단계에 적절한 기도 확보와 분비물 제거 호흡(29-31). , 을 

위해 기관 절개술을 하기도 한다(13).

호흡기 합병증 폐렴 무기폐 흡입과 호흡 능력 상실 등은 척수장애인의 사망과 : , (collapsed lung),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합병증 관련 . . 

책으로는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년 주기로 폐렴구균 백신 접종 항생제 처방을 통한 상기, 5 , 도

감염의 신속한 치료 상위 손상 레벨의 척수장애인의 경우 초기에 보조 (upper respiratory tract) , 

기침법 시행 등이 있다 또한 호흡기와 폐 기능 정기 측정과 검사 장단기 기계적 인공호흡 기기 . , 

사용 호흡 근육 훈련 유산소 운동 등의 장기 관리 책도 필요하다 특히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 , . 

척수장애인을 위해 처 기술 개발을 위한 심리 지원 척수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 한 훈련 등이 , 

요구된다(29).

상황에 따라서는 심박 조절기를 수술을 통해 삽입할 경우 주요 호흡 신경이나 근육 예 횡격막, ( : ) 

자극에 도움이 되고 호흡기 없이 호흡할 수도 있다(29, 32). 

통증

부분의 척수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적인 통증을 경험한다

연구자와 임상의의 척수손상 이후 발생하는 통증 분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에 (13, 33-35). 국제 

척수손상 통증 분류(International Spinal Cord Injury Pain Classification)가 개발되었다(36, 37). 

상당한 비율의 척수장애인들이 살이 타는 듯한 통증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는 듯한 통증 쑤시는 , , 

통증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신경성 통증을 척수손상 이후에 경험한다 척수장애인은 , (13, 33, 38). 

또한 과도하게 근육을 사용한 결과로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 , 

수동 휠체어를 어서 생기는 어깨 통증 근육 경련 기계적 불안정 잘못된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 , , 

통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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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의 경험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물의학 적 문화적 심리 사회적 요인들을 고, (biomedical) , , · 려

해야 한다 따라서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학문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35, 40-42). · . 

즉 약물 요법 운동 마사지 침 심리 치료 명상과 휴식 보조 기기 기술 지원 정의에 해 , , , , , , , ( 박스 

4.1 참조 자세 보조 용구의 검토와 개조 위치 이동과 같은 활동 수행 시 안적인 방법 교육 등의 ), , 

조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13, 33, 34, 38).

피부

욕창 척수장애인은 감각과 운동 기능 손상으로 인해 욕창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기타 행동: . 적·

사회인구통계학적 의료적 요인 흡연 영양 결핍 영양 불량 저체중 빈혈 감염 땀으로 인한 습기 · , ( , , ), , –
혹은 요실금 당뇨와 폐 질환 같은 합병 질환 이 욕창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 (46-48).

박스 4.1. 정의

보조 기기 보조 기기는 장애인의 기능적 역량을 증 유지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거래(Assistive technology): “ , , 를 

통해 구매하거나 개조하고 맞춤형으로 제작된 어떤 장비나 제품을 지칭한다, , .” (43).

환경 개조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기능적 수행과 어떤 형태의 보조 기기를 (Environmental modifications): 
사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수준 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난간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크기. ( 에 

맞게 문의 폭을 개조 혹은 사회적 수준 공공건물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설치 의 초점을 맞춘 환경 개조는 개인이 ) ( )
가정 학교 직장 환경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 

유니버설 디자인과 보편적 기술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유니버설 (Universal design and mainstream technology): 
디자인을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 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섹션에서는 척수장애인을 위해 특수하게 고, ” (1). 
안된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징을 가진 많은 기술이 또한 유용, 
할 수 있다는 예 휴 폰 컴퓨터 주방 기구 등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장 참조( : , , ) . 7 . 

적절한 기술 이 용어는 이용자가 자신의 환경 안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기술을 지칭하는 (Appropriate technology): 데 

사용한다 이 용어는 또한 이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즉 알맞게 조절할 수 있고 적절한 자세 보조를 할 수 (44, 45). , 
있으며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국가 안에서 이용 가능하며 적정한 비용으로 획득 및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45).

욕창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 기능 삶의 질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 , (46)

입원율의 증가와 장기 입원으로 인해 보건 의료 체계에도 상당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49).

욕창 발생 예방은 척수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치료보다도 훨씬 경제적이다

따라서 척수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은 평생 건강 관리 측면에서 욕창 관리법에 해 교육과 (47). 

훈련을 꼭 받아야 한다 예방에는 주기적 피부 확인 압력 완화 방법 적절한 장과 방광 관(47, 50). , , 리, 

충분한 영양 공급 같은 간단한 조치들도 포함된다 치료 조치에는 적절한 상처 관리(46-48, 51). , 

압력 완화 방법 감염에 한 항생제 복용 수술 등의 방법이 포함된다, , (46-4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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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적 요구

▶ 입원 전 관리 및 급성기 치료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 최초 시간 이내 그리고 이후 며칠 동안 진행되는 치료는 매우 중요하며24 , 

부상당한 환자의 향후 경과에 중 한 영향을 미친다 입원 전 관리에는 바이탈 사인 측정과 의식 (51). 

수준 확인을 포함한 신속한 진단 생명 기능 안정화 장기간 척추 안정성이 확보될 , (vital functions) , 

때까지 신경학적 기능 유지를 위해 척수 고정 지혈 체온과 통증 관리 등을 포함한 부상 치료 개시, , , 

그리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건 의료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요구된다(48, 51-55). 

척수손상 환자는 손상 후 두 시간 이내에 급성기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에 도착하는 것이 이상적

이다 급성기 단계에서는 모든 심각한 손상에 적용하는 처치 예 수액 주입 방광 배뇨 바이탈 (54). ( : , , 

사인 모니터링 를 비롯해 생존율을 극 화하기 위해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의 우선 치료 손상을 최) , 

소화할 수 있도록 잠재적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장애를 남기게 될지도 모르는 부상(disabling 

의 치료 통증과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들로 이루어진다 척수손상과 기타 injury) , . (54). 

동시 다발 증상들 예 외상성 두뇌 손상 팔다리 골절 가슴과 복부 부상 상처와 관통 부상 등 의 ( : , , , )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재활을 제공할 수 있다 환자가 , .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사정 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이 포함된다(assessment) .

• 의료 기록 확인.

• 증상과 징후 파악 예를 들어 근력 감소 감각 및 운동 기능 장애 장과 방광 기능 저하 해부학적 기형 국부( , , , , , 

적인 압통).

• 신경학적 운동과 감각 검사( ) 

• 방사선 촬영 즉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공명이미지 검사, X-ray, , (MRI) 

• 혈액과 미생물의 실험실 검사 등

척추가 불안정한 상태이고 척수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보존적 또는 수술적인 , 

개입이 요구된다 외상성과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있어서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은 장점도 있지만. , , 

합병증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손상 부위 골절 형태 불안정성의 정도 신경 압박 여부 다른 부상 . , , , , 

부위에 미칠 영향 수술 시기 전문적 지식과 같은 이용 가능한 자원 이로운 점과 위험 요인 등을 , , , 

포함한 가장 적절한 관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척수. , 

장애인이 보존적인 방식과 수술적 관리법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존적인 관리는 척추를 고정하거나 침상 안정 척추 견인 장비 등을 통해 탈구를 정복, ‘ (reduce)’

하기 위한 조치들과 척추를 고정하기 위해 보조기 예 할로베스트 를 주 이상 착용하는 (orthoses)( : ) 6

조치 등이 포함된다 수술적 방법은 신경 구조 압박에 원인이 되는 뼛조각을 제거하여 탈구를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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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함으로써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추기 위해 사용할 수 있고 하드웨어‘ (reduction)’ , (ii)

를 삽입하고 뼈 이식을 통해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hardware) . 

최근에 북미에서 경수 번과 흉수 번 사이에 손상을 당한 명의 환자를 상으로 진행한 전향2 1 313 적, 

멀티 센터 연구에서 초기 수술적 감압이 예 척수손상 후 최초 시간 이내 향후 신경학적 기능 ( : 24 )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보존적 수술적 관리 방법 모두 장점과 합병증의 (56). , 

잠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방식이 신경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합병증 발생이 더 , , 

적은지 초기 운동 기능과 재활을 용이하게 하는지 비용 비 효과적인지에 해서는 합의된 내용, , 

이나 연구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13, 51, 57-61).

비외상성 척수손상에 한 급성기 치료는 손상 원인에 따라 몇몇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체적으로 

외상성 척수손상의 치료법과 비슷하다 수술 요법은 척주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퇴행성 조건인 . 

경우 척추 종양 치료를 위해 종종 진행되는 방사선 요법과 화학 요법의 경우 경색증(62, 63), (64), 을 

제외한 척추 혈관 질환 인 경우 등에서 고려될 수 있다 감염성 원인에 의한 비외상성 척수(65, 66) . 

손상 또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기생충제와 같은 , , , 

약물을 이용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67).

▶ 급성기 이후 의료 치료와 재활

적절한 의료적 치료와 재활은 척수손상과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당사자의 삶을 만족

스럽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인이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을 통해 최적의 . “

기능을 회복하거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일련의 조치 로 정의되는 재활은 척수” (44)

장애인의 급성기 단계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기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 

병원에서부터 가정 지역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능 회복은 척수장애인에게 최고의 우선순위이다 연구에 따르면 장과 방광 기능 회복이 . , 사지마비, 

하지마비 장애인에게 모두 중요하지만 사지마비 장애인의 경우 팔 상지 기능 회, ( ) 복이 최고의 우선

순위이며 하지마비 장애인의 경우 성 기능 회복이 가장 우선순위였다 다음의 섹션에서는 , (68-71). 

신체와 정신적 기능 회복에 해서 알아보겠다.

방광 기능 관리

일반적인 방광 기능의 손실은 척수손상 이후에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이다 잘못된 . 

방광 관리는 요로 감염증 요 정체 요실금 신장 및 요로 결석 요 역류와 같은 , (urinary retention), , , 

이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이런 문제 중 어떤 문제라도 발생할 경우(15). , 

신부전증 같은 치명적인 상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13, 16).

척수장애인의 방광 배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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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헐적 도뇨법 소변 배출을 위해 카테터를 방광에 삽입하고 배출이 끝나면 즉시 카테터를 (Intermittent) : 

제거한다 이 방법은 하루 중에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살균 예 일회용 이나 청결 예 카테터 재사용. , ‘ ’( : ) ‘ ’( : 을 

위한 살균 처리와 저장소 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 

• 유치 도뇨법 카테터를 방광에 삽입한 후 단기간 혹은 장기간 그 로 둔다 유치 도뇨법은 주로 (In-dwelling) : .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요로 카테터와 또 다른 하나는 치골 위 부위를 외과적으로 작게 절개해 , (urethral) 

카테터를 삽입하는 치골 상부 카테터가 있다(suprapubic) .

• 기타 방법 배뇨를 위해 손으로 하는 방법과 외부에 콘돔 타입의 카테터를 소변 백에 연결한 콘돔형 카테터 : 

방법 남성용 약물 복용 전기 자극 요로 전환술 카테터 삽입을 위해 복부를 절개하는 시술 등이 있다( ), , , , . 

개개인의 성별 방광 기능 운동성 앉은 자세의 균형 손의 기능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요소를 , , , , , 

고려한 맞춤형 방광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각각의 방광 관리법과 관련된 장점과 단점 개인의 상황에 맞춘 적절한 방법과 이용 가능성 ,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손으로 하는 관리법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장기. , 간에 

걸쳐 방광 배뇨를 위해 이 방법을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최선이라 할 수 없다(16, 72). 

근거 자료에 따르면 간헐적 도뇨법이 특히 유치 도뇨법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합병증 발생이 , 

적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실시한 무작위 조 시험 결과는 짧은 (16). 

시간의 교육 경륜 있는 간호사의 카테터 방법 관찰 지도 방광 관리 향상과 적절한 병원 방문 시기( , 에 

한 의료적 카운슬링 요로 감염증 관리에 한 정보 서류 제공 교육 이후에 발생한 문의 사항에 , , 

한 이후의 전화 상담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증상 발생 보고 항생제 처방 횟수 요로 감염증 발생 ) , , 

횟수 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청결 간헐 도뇨법 이 가용 자원이 (14). , (CIC)

많지 않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 비 효과적인 방법으로 밝혀졌다, , (72-74).

장 기능 관리

신경인성 장은 척수손상 이후 가장 일반적인 상태이며 결장 운동 악화 배설물의 길어진 장 통과 , , 

시간 만성 변비 복부 팽만 변실금을 포함한 상당수의 소화기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신, , , (75-77). 

경인성 장을 경험한 척수장애인은 종종 사회 복귀와 활동에 있어 개인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 실금증에 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장 기능 관리는 자원이 제한적인 (75, 76). 

환경에서 특히 어렵다 예를 들어 년 지진 발생 이후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 2005 , 

적절한 보건 의료 시스템 의료 장비 화장실의 접근이 제한된 경우 지속적인 개인의 적절한 장 , , 

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78).

방광 관리와 더불어 장 관리 프로그램도 개인별로 마련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평가 맞춤형 장 관리 . ,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교육은 이 과정에 중요한 측면이다 효과적인 장 프로그램을 수립하, , (76). 

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 충분하고 적절한 영양 공급 및 음료 섭취.

• 필요한 경우 식품 보조제와 구강 약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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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변과 배뇨를 돕기 위해 물리적 기법 예 수동 배뇨 직장 및 항문관에 손가락 자극 자세 잡기 과 좌약( : , , ) , 

관장약 완하제와 같은 자극성 하제 등 적절한 방법 선택, .

• 장 배출을 위한 인공 항문 생성 수술.

• 합병증 관리 전략 (75, 77, 79-81).

성 기능과 생식 건강 관리

척수손상과 이로 인한 손상은 흥분 반응 성적 표현 임신과 같은 성 기능의 생리적 실질적 심리적 , , , · ·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감각의 손실 혹은 저하 오르가슴 도달의 어려움 움직. , , 

이거나 체위 변경의 어려움 자존감 및 자신감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 게다가 남성은 임신, (82-84). , 과 

관련이 있는 발기와 사정 능력의 전부 혹은 일부 손상을 경험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보통 (85). , 

몇 개월 이내 정상으로 돌아오기 하지만 손상 이후 생리 불순을 경험할 수 있다, (86).

성 기능의 변화는 척수장애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성적인 측면의 심리적(69, 82). , 

사회적 내용은 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성생활 회복은 척수장애인에게 중요한 우선순위이다6 . . 

척수손상이 성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사람들이 성생활을 

원하는 주된 이유로 성적 욕구 만족 친 감 형성 자존감 회복 파트너 유지 등을 꼽았다 성과 , , , (69). 

관련된 내용은 의료 전문가가 이 주제를 다루는 데 불편함을 느끼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 

재활의 과정에서 종종 간과되곤 한다(82).

성 기능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에 당사자 및 파트너와 함께 성실한 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

하다 의료적 치료와 재활 방법은 당사자와 관련 있는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나이 성별 신체. , , , 적, 

사회심리적 문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성행위 준비와 체위 피임, (82, 83). (i) , , 

감염성 성병 예방 요실금이나 자율 신경 이상 반사증에 한 관리 전략 등에 해 교육하고 정보를 , 

제공하거나 흥분과 체위 향상을 위한 보조 기구 제공 남성의 발기 부전 치료 예 진동 자극, (ii) , ( : , 

구강약 복용 음경 주입법 진공 발기 장치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음경 보형물 삽입술과 같은 , , , 

외과적 선택 수단 제공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임신 지원 등의 방법이 있다) , (iii) (13, 82, 83).

여성 척수장애인이 임신을 한 경우에는 척수손상 관련 약품 복용이 잠재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영향과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 요로 감염증 욕창 심부정맥 혈전증 호흡기 질환 등 증가의 위험 체중 ( , , , ) , 

증가로 인한 기능 변화 예 임신 말기의 트랜스퍼의 어려움 자율 신경 이상 반사증을 포함한 출산 ( : ), 

과정의 합병증에 해 고려해야 한다(86).

기능적 어려움에 대한 관리

척수손상은 활동의 많은 제약을 가져온다 따라서 재활은 장애인이 이런 제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몸통과 팔 기능 향상 즉각적인 개인 주변 환경 구조 . , , 

변경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가족과 직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기기와 다른 정당한 ,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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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개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표 4.1)은 다양한 수준의 완전 척수손상에 있어서 바람직한 기능적 

결과 이동 자기 신변 처리 가사 활동 를 략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 , ) .

표 ( 4.1) 손상 후 년이 지난 완전 운동 사지마비 장애인과 완전 하지마비 장애인의 기능적 결과 예측1

완전 사지 마비 장애인의 기능 결과 예측

내용 경수 번1-4 경수 번5 경수 번6 경수 번7 경수 번 흉수 번8 1–
식사 의존 보조기기 기술을 이용한 

자립

보조기기 기술과 상관

없이 자립

자립 자립

의존 보조기기 기술을 이용한 

자립 지원 필요-
보조기기 기술을 이용한 

자립 지원 필요

보조기기 기술을 이

용한 자립

자립

상체 의복 

착용

의존 지원 필요 자립 자립 자립

하체 의복 

착용

의존 의존 지원 필요 적응장비를 이용한 

자립 지원 필요

게는 자립

목욕 의존 의존 보조기기 기술을 이용한 

자립 지원 필요

보조기기 기술을 이용한 

자립 지원 필요

자립

침 이동 의존 지원 필요 자립 자립 자립

무게중심 

이동

전동 틸트나 리클라인

기울임 기능을 ( ) 장착한 

전동 휠제어로 자립

만약 전동 틸트나 리클라인

기울임 기능이 없는 전동( ) 
휠체어라면 지원 필요

자립 자립 자립

트랜스퍼 의존 지원 필요 평평한 지역에서 혼자 

트랜스퍼위해서는 도움 

필요

평평한 지역에서 

트랜스보드에 상관

없이 자립

자립

휠체어 

기

전동 휠체어를 사용

해 자립 수동 휠체어, 
일 경우 의존

전동 휠체어를 사용해 자

립 평평한 지역에서 적응, 
을 통해 수동 휠체어 에서

도 일정부분 자립

평평한 지역에서 수동 

휠체어를 사용해 자립

곡선길과 평평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고 
수동 휠체어로 자립

자립

운전 의존 적응을 통한 자립 적응을 통한 자립 적응을 통한 자립 적응을 통한 자립

완전 하반신마비 장애인의 기능 결과 예측 

흉수 번2 9– 흉수 번 요수 번10 2– L3 S5–
일상생활 활동

그루밍 식사 옷입기 목욕( , , , )
자립 자립 자립

장과 방광 자립 자립 자립

트랜스퍼 자립 자립 자립

보행 단지 운동만 가능 보장구 목발. , / 
보행기를 이용 

가정에서는 보장구 사용 외부, 
에서는 보장구와 목발 사용

자립 가능 그러나 보장구 목발, , 
지팡이가 필요할 수도 있음

용어 의존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한 척수장애인: .– 
지원 필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경우 활동 수행이 가능한 척수장애인 도움의 수준은 최소 보통 높음. , , .– 
자립 보조기기 기술과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형태의 활동 보조인 없이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척수장애인.– 

출처 의 동의 아래 발췌 : Wolters Kluwer,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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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재활 방법이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관련된 몇 . 

가지 재활 방법을 다음 섹션에서 소개한다.

기능 향상 회복 유지를 위한 운동, , 운동은 근력과 상체의 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한 재활 : 

방법이며 집중 연습 높은 수준의 반복 운동 과 전기 자극과 같은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 ) (19, 

다리와 관련된 운동 방법으로는 스트레칭 다양한 움직임 근력 강화를 위한 수동적 능동적 88-90). , , ·

운동 근육 전기 자극 보장구 목발 보행기 평행봉과 같은 보조 기기 기술 사용과 더불어 다양한 , , , , , 

보행 재훈련 등이 있다 운동은 근력과 지구력 강화 경직 완화 관절 부위 운동 (13, 19, 91, 92). , , 

능력 향상 통증 경감 심폐 지구력 향상을 포함해 여러 가지 심리적 생리적인 장점과 관련이 있기 , , , 

때문에 척수장애인에게 중요하다(93-95).

새로운 전략과 테크닉 교육 재활은 사람들이 활동을 위한 새롭고 안적인 방법을 배우고 습득: 

하는 데 있어 지원과 지침을 제공한다 광범위한 안적인 전략과 테크닉은 척수장애인의 활동 .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아 있는 근육 기능을 이용해 새로운 옷 입는 . , 

방법 학습 옷 입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의복 착용법 학습 자립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 , 

도구를 이용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방법 학습 효율성을 극 화하고 힘을 아끼기 위해 개인 신변 , 

처리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 수정 적절한 방식으로 업무를 다시 분장하는 내용 등이 해당된다 성공, . 

적인 재활이란 개인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므로 치료 환경의 외부 영역인 집과 지역 사회와 같은 곳에서 새로운 전략과 테크닉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중요하다.

개인의 주변 환경 개선을 포함한 보조 기기 기술의 제공( ) 보조 기술은 재활의 중요한 요소이며: , 

척수장애인에게 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척수장애인은 가능한 것보다도 훨씬 더 . , , 

높은 수준의 자립인 식사 의복 착용 이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 . 로 

환경 개선을 통해 기능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데 다음의 내용과 장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 7

퇴원 이전에 환경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는 적절한 관리와 보조 기기 기술. 에 

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을 받은 휠체어 이용자는 보다 우수한 기능적인 결과와 . , 

만족감을 보여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보조 기기 기술 제공으로 척수장애인(96). 은 

힘을 얻을 수 있고 교육 고용 오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립과 참여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 , , 

거둘 수 있다.

수술적 개입의 고려 추가적으로 상체 상지 부위의 신경학적 기능적 개선을 더 이상 기 할 수 : ( ) , 

없을 경우 비록 모든 척수장애인에게 해당되는 방안이 못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 

수도 없겠지만 재건 수술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수술은 팔꿈치나 손목 펴기 손이나 , (97). , 

손가락으로 잡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나 혹은 다수의 근육과 힘줄을 이식하는 것이다 수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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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이후 목표를 정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 많은 경수, . 

장애인이 수술로 상지 운동 능력과 기능 향상을 이룰 수 있었으나 수술의 이익과 불이익 적절한 , , 

재활의 이용 가능성을 따져 보듯이 수술에 앞서 개인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89, 98, 99).

정신 건강 관리 문제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손상 이후 기간 동안 당사자 개인과 가족은 적응의 과정을 시작6 , 

하면서 거부 슬픔 절망 두려움 좌절 분노를 포함한 일련의 감정을 종종 경험하게 될 것이다, , , , , . 

성별 연령 개성 적응 스타일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 정신 질환 발병 전의 정신 건강 상태, , , , 

예( : 절망 분노 음주 약물 복용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와 같은 관련 요소가 개인이 , , , ), (PTSD)

손상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화적 믿음과 가치 태도 사회적 지원 적절한 보조 기기 기술의 제공 사회경제적 상태를 포함한 , , , , 

환경적 요인도 또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13, 48, 100-104). 

우울증은 손상 이후 단계에서 척수장애인에게 특히 취약한 일반적인 정신 건강 상태이다 최근 . 

조사에 따르면 약 의 척수장애인이 임상학적으로 유의미한 우울증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 20-30%

나타났다 우울증은 당사자 개인과 가족 모두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에도 상당한 영향을 (105). 

끼친다 우울증은 기능적 측면의 향상을 더디게 만들며 욕창 요로 감염 높은 자살률 재입원. , , (UTI), , 율 

증가 높은 의료 비용 등 건강에 수반되는 문제도 증가시킨다, (101, 104, 106).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상태는 종종 척수손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되어 적절한 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적응 과정의 관리를 위해 조기 검사와 평가 교육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와 (101). , , 

관련된 정보 그리고 자원과 같은 관리 조치의 시의적절한 제공 카운슬링과 잠재적 약물 복용, ,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동료 멘토링과 지원은 (13, 48, 104, 106, 107). 

척수장애인의 재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런 요소가 적응과 기능적 측면 , 

향상에 기여한다는 근거도 있다(108-111). 

▶ 보조 기기 기술

보조 기기 기술 이란 용어와 기타 이와 관련된 용어는 “ ” 박스 4.1에 정리했다.

보조 기기 기술에 대한 요구

보조 기기 기술에 한 요구는 개 척수손상 발생 시점부터 생겨나서 평생 지속된다 필요한 보조 . 

기기 기술의 형태는 척수손상의 수준 관련된 손상 환경 요인 예 물리적 환경 지원 관계 등, , ( : , , ), 

개인적 요인 예 연령 건강 상태 라이프스타일 등 기타 동반하는 건강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 , , ), 다.

휠체어 환경 통제 시스템 컴퓨터 기술은 부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보조 기기 기술이다, , (112). 

휠체어는 척수장애인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113,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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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외상성 척수손상 이후 년의 기간 동안 이동 기기가 필요하지 10-45

않은 경우는 명의 척수손상 상자 중 에 지나지 않았고 반면 는 수동 휠체어를 236 3.4% , 83.5%

그리고 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호주의 연구에서도 많은 27% (115). 

척수장애인에게 이동 보조 기기는 중요한 또는 정말로 필요한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116). 

에서 진행된 연구도 이동과 자립 생활을 위한 기기가 척수장애인이 소유한 가장 일반적인 장비

이며 소수가 컴퓨터 기술 인공 의족 보조기 보완 체 의사소통, , (prosthetics), (orthotics), 

(AAC) 기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지마비와 같은 높은 수준의 척수(117). 

장애인은 특히 하지마비 장애인보다 현저하게 많은 보조 기기를 소유하고 있다(117).

보조 기기 기술에 한 요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삶이나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학교에 입학할 , 

때와 같은 전환 기간 동안 변할 수도 있으며 삶의 조건이나 건강 상태 혹은 기능 측면의 손실, , , 

회복의 경험에 따라 변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척수장애인은 기능적 자립이 감소하는 (118).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수동 휠체어 신 전동 휠체어가 필요한 것처럼 보조 기기 기술을 , 

바꾸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다(119). 

보조 기기 기술의 형태

박스 에서 척수장애인과 관련된 보조 기기 기술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 보조 기기 기술4.2 . 은 

종종 기능적인 요구에 따라 분류되고 이동 기기 커뮤니케이션 기기 자가 신변 처리 보조 기기, , , , 

가사 활동 보조 기기 환경 통제 시스템 등으로 나누어진다, .

표 ( 4.2) 척수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기 기술의 형태

활동 영역 예 목적 혜택/

이동
이 영역은 자세 변경과 

유지 트랜스퍼링 보행, , 과 

이동 물건 운반과 핸들, 링, 
손과 팔 사용 교통수단 , 
사용과 같이 이동 및 

여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척추보조기 이 보조기는 척수(Spinal orthoses): 
손상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경추고정

경추부보조기 흉요천(cervical collars), (SOMI), 추 

보조기를 포함한다.-

하지보조기 이 보조기는 (Lower limb orthoses): 
엉덩이 무릎 팔목 발을 지지하기 위한 버팀 부, , , /
목을 포함한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발목관절. 
보조기 이다(AFO) .

기타 보행 보조기 목팔 지팡이 보행기: , , .

척추보조기는 손상 이후 척추를 안정화 뼈와 , 
연부 조직의 회복 추가적인 손상 예방 통증 , , 
감소를 위해 급성기 단계에서 사용한다(120). 
회복 단계에서는 신체 변형 방지 자세 교정, , 
움직임을 제약하기 위해 사용한다.

하지보조기는 경직을 조절하고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상지 자세를 고정시키는 장비이다 이 보. 조기는 

또한 근육의 약화와 관절 불안정을 보완해 주고, 
보행을 위해 적절한 하지 강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121).

보행보조기는 근육 약화 잘못된 협응 , (coordination), 
균형감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보행하는 동안 추가

적인 안정성을 확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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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영역 예 목적 혜택/

휠체어 수동 휠체어 자신이 혹은 활보가 구동: (

하거나 바퀴가 셋 혹은 넷 전동 휠체어머리, ), ( , 턱, 

혹은 손으로 조정 수동 륜 자전거 스쿠터 포함), 3 , .

트랜스퍼 보조기기 슬라이드 시트: (slide sheets), 

트랜스퍼 보드 호이스트, .

자세보조용 시스템 앉는 자세를 잡아주는 기기: ; 

압력 완화와 편안함을 위한 쿠션 머리 흉부 골반; / / /

엉덩이 다리 지지 기기 스탠딩 테이블 자세 잡아/ ; ; 

주는 벨트를 포함.

상지보조기 어깨 팔꿈치(Upper limb orthoses): , , 

팔목 손을 지지하기 위한 부목 예를 들어 정적, . , 

부목 건고정 부목 팔목을 (resting) , (tenodesis) (

지지해 잡는 기능 보강 쇼트 핸드 부목 기능적 ), , 

사용 부목 음식물 섭취 필기 타이핑 부목 등이 ( , , ) 

있다.

운전과 교통수단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 

경사로나 리프트 시스템이 장착된 벤 가속 브레; , 

이크 회전을 위해 맞춤형 핸드 컨트롤을 장착한 , 

전동 자량 차량 도어 개폐장치 핸들 트랜스퍼 ; , , 

지원을 위한 회전 좌석 같은 액세서리를 포함. 

휠체어는하지의 힘이 보행을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하고 다양한 범위의 운동 능력에 맞추어 ,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동 휠체어는 (122). , 

상지를 사용해 조정할 수 있고 전동 휠체어는 손, 

가락의 작은 움직임으로 컨트롤 스틱을 조정하거나 

심지어는 손 움직임이 부적절한 사람들의 경우 

머리 컨트롤 을 사용해 조정할 수 있다(123) .

트랜스퍼 보조기기는 돌봄제공자가 척수장애인의 

체위를 변경하거나 장소 이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움을 주며 양쪽 모두의 부상 위험을 감소시켜 , 

준다.

앉거난 자세를 잡아주는 시스템은 일상 활동의 최

적의 기능 발휘를 촉진하고 관절 움직임과 근육 , 

길이를 유지해 구축과 변형을 예방 그리고 피부 , 

손상과 욕창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46, 

48, 124).

고정형 부목은 구축과 변형을 방지 하기 위한 

손의 위치잡기에 도움이 된다 동적. (moveable) 

부목은 마비되고 약한 근육을 지지하며 따라서 , 

손과 상지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예를 들어 손목 . , 

작동 손목 손 보조기 혹은 는 - ( flexor hinge splint)

손가락 힘이 약한 사람이 손목 힘을 사용해 손을 

쥘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경수 번 손상 . 5, 6, 7

척수장애인의 손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팔지지 는 테이블이나 (125). 

휠체어에 고정해 팔을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중력에 반해서 사람의 팔을 지지한다. 

음식물섭취 위생관리 필기 등의 일을 할수 , , 

있도록 도와준다(126). 

척수장애인은 종종 교통수단을 주요한 장애물로 

인식한다 맞춤형 차량 운전은 지역사회로의 . 

통합 고용에 접근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 , , 

작지만 건강과 관련된 양질의 삶 회복을 촉진

한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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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영역 예 목적 혜택/

커뮤니케이션
이 영역은 메시지를 수

취 생산하거나 화에 , 
참여하는 것과 같은 커

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과(4).  
관련해 모든 형태의 

정보에 한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기를 종종 보완 체의사“
소통 기기로 분류하며 커뮤니케이션 ” (AAC) , 
보드 스피치 증폭기 스피킹 밸브 전자 스피치 , , , 
출력 장비 안구 트랙킹 혹은 머리 트랙킹 기술이 , 
접목된 컴퓨터 스피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컴퓨터기술 예를 들어 이 기술에는컴퓨터 : , 
스크린에 커서를 움직일 수 있는 조이스틱이나 

터치 스크린 같은 안 입력 장비 확장 개선(128); 된 

키보드 마우스 스틱 컨트롤 음성 입력 스위치 ; ; 
스크린 키보드의 목표물을 선택하기 위해 (129); 

눈을 사용해 움직이는 아이게이즈 스위치 선택을; 
유발하는 파 자극에 응하는 뇌파 기술 (130) α
등이 포함된다.

높은 부위의 척수손상은 호흡 근육에 영향을 주게

되어 기관절개를 통한 기계적인 인공호홉기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관절개를 한 사람들. 의 

경우 스피킹 밸브가 말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말이 약하거나 잘 나오지 않는 경우 보완

체의사소통 으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AAC )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컴퓨터 기술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 커뮤니케이션에 한 안적인 혹은 추가, 
적인 수단 제공 그리고 교육 고용 오락 등에 , , , 
참여를 가능하도록 해준다.

자가신변처리
이 영역은 스스로 씻거나, 
신체의 부분을 관리

하거나 화장실 의복, , 
착용 음식과 음료 섭취, 와 

같은 자기 신변처리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

한다.

목욕과 샤워 샤워의자 목욕 벤치 트랜스퍼 보드: , , , 
욕실 안전 손잡이 목욕 타월 긴 손잡이가 달린 , , 
목욕 스펀지와 브러쉬.
그루밍과 위생 헤어브러쉬 빗 치솔 면도기: , , , , 
장착형 거울 연장 혹은 구부러지는 핸들, .
화장실 환자용 변기 바퀴달린 의자용 변기: , , 
맞춤형 화장실 의자.
의복 착용 드레싱 스틱 버튼훅 지퍼풀 긴 자루가: , , , 
달린 양말 스타킹과 신발 착용 보조기구, .
음식과 음료 섭취 테두리가 올라간 접시와 : 볼; 
장착형 주방도구 중량감이 있는 구부러진 핸들, ; 
뚜껑 있는 컵 빨 변형 손잡이나 두 개의 손잡이, , . 

자가신변처리 보조기기는 신체 기능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상지와 하지의 사용이 어려운 (
경우 약간의 혹은 전혀 도움이 없어도 자기신) 변 

처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쥐는 . 
힘이 약하고 협응이 잘 않되고 움직임에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물체를 

조작할 있도록 도와준다 자기 신변 처리의 . 
적절한 관리는 개인이 학교와 직장에서 사회적 

역할을 다시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거울과 같은 기구는 욕창의 조기 발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가사 활동
이 영역은 식사 준비와 

가정 내의 일과 같은 

일상 가사 활동 및 가사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 접시나 도마가 미끄러지: 는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 방지 매트 칼; 질

하는 동안 음식물을 고정하기 위한 개선된 도마; 
구부러지고 편안한 손잡이를 가진 조리 도구; 
병이나 단지 오프너 주전자 보조받침 마개와 ; ; 
손잡이 돌리는 장비 등이다 불위나 땅에서 . 
요리를 할 때 필요한 도구나 음식을 옮길 수 

있는 낮은 수레 넘어지지 않는 냄비와 팬 뜨거, , 운 

물건을 거나 당길 때 유용한 집게 등도 있다.

이 보조기기 기술은 신체 기능의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상지와 하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약간의 혹은 전혀 도움이 없어도 가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타
환경 통제 내용.

예 스위치를 이용해 리모트 컨트롤과 특수 적용 : 
기기 등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화 시킴 예 머리 ( , 
위치 턱 눈썹 호흡으로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 , , ).

척수장애인은 컴퓨터 전화 등 문과 같은 TV, , , , 
주변 환경 기기의 조정 능력을 잃어 버릴 수 

있다 환경 통제 시스템은 척수장애인이 이러한 . 
조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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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기기 기술과 관련된 결과

보조 기기 기술에 해 광범위한 접근해 보면 척수장애인은 보조 기술이 없었으면 수행할 수 없었, 을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휠체어를 사용해 지역 사회에서 이동(115, 117, 126, 132-135).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조 기기 기술은 척수장애인이 일상의 영역에서 자립과 자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환경 통제 시스템은 사람들이 컴퓨터 전화 전등 문과 같은 주변 환경 (136). TV, , , , 

기기에 한 통제력을 다시 획득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캐나다 연구에서는 환경 통제 (131). 

시스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활동과 관련된 의 업무에서 더욱 뛰어난 기능적 능력을 75%

보였으며 이는 그들의 삶에 매우 긍정적인 사회 심리학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7).

보조 기기 기술의 사용은 지역 사회 사회적 시민적 삶의 참여와 관련이 있다 보조 기기 , , (138-140). 

기술은 척수 장애 아동의 학습과 능력 개발을 증진하고 이동 교육 사회적 관계 형성을 가능(141) , , 

하게 해 주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보조 기기 기술은 성공적인 일자리 (142) .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척수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다(122, 133).

보조 기기 기술은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통제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 , , 

이용자가 자신의 능력 적응력 자존감을 인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 , (137, 143),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삶의 질에 한 만족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연구 (144) 

결과 드러났다.

보조 기기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척수장애인은 기능적 제약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지원에 

한 의존성이 높아졌다 과테말라에서 신경근 질환을 가진 장애 아동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144). 를 

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보조 기기 기술은 돌봄 제공자에 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139), 

돌봄 제공자의 시간과 물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조 기기 기술의 경제적 혜택에는 (145) (132). 

임금 손실과 같은 가족 지원과 관련된 비용 공식 지원 서비스 비용 감소 등이 포함된다, (44, 132, 

146, 147). 

▶ 건강 유지 관리

장에서 밝혔듯이 척수장애인의 기  수명은 의학의 발전 및 의료 치료 재활 지원 시스템에 한 2 , , , 

접근성 개선의 결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꾸준히 늘어났다 기  수명이 선진국에서는 (148-150). 

일반 국민 수준에 접근하기 시작했지만 개발도상국에서의 사망률과 질병률은 투자를 늘리지 않, 고는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으로서 장애인은 일반 국민보다 훨씬 열악한 건강 상태를 경험한다는 근거가 있다 이것은 (44). 

척수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척수장애인은 종종 부족하고 취약한 건강의 경계선이라 언급되는 , ‘ ’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손상의 정도 및 부위와 같은 척수손상의 특징에 의해 많은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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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150). 

이전에도 밝혔지만 척수장애인은 폐렴 욕창 요로 감염과 같은 이차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매우 , , , 

높다 이런 상태로 인해 종종 재입원 상황이 발생하고 관리 비용의 증가 고용 상태의 (49, 151). , , 

악화 삶의 질 저하 기  수명 하락으로 이어진다, , (49, 152-155).

척수장애인은 심장 질환 뇌졸중 당뇨병과 같이 비장애인들이 겪는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다, , . 

또한 척수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이러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근거가 있다(156-160). 

허혈성 심장 질환은 전체 국민 비 훨씬 높은 발병률을 보이며 호주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척수장애인의 만성 질환은 근육량 감소와 지방 조직 증가 마비에 (157). , 

따른 활동 감소 자율 신경 실조증 신진 사 변화와 같은 신체 구성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 (152, 

그리고 척수장애인에게서 높이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식생활 흡연 음주와 같은 156, 158, 161). , , 

기타 다른 위험 요인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159, 162, 163).

척수장애인이 오랫동안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꼭 인식해야 한다 구. (i) 

체적으로 척수손상과 관련되어 건강 문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척수장애인은 일반 특별 , 

서비스 모두에 한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척수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이 (151) (ii) 

악화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건강 증진 예방 관리 면역 건강 검사 응급 및 만성 질환 치료와 같은 , ( , ), 

주류 서비스에 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체적 활동 참여는 심리적인 건강과 웰빙에 혜택을 (44). 

줄 수 있으나 환경적인 장애물이 존재하는 한 정규적인 운동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장애물로 인해 상당 부분 신체 활동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164). 

이다(165).

(표 4.3)은 척수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이며 일반적인 건강 유지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명심할 점은 이런 표는 단지 일반적인 개괄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고 각각의 국가 안에서 . ,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기준의 설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 관리 제공자 척수장애인. , , 

가족 모두가 건강 유지 관리 계획 개발과 실행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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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3) 건강 유지 관리 방법의 예

건강 영역 방법

비뇨생식기 정기적으로 방광 관리 프로그램 검토.
방광 기능에 변화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검사 예 요폐 실금 사례 요로감염 혈뇨 등( , , , , ).
신장 기능 테스트

정기적으로 요로 이미지 검사 시행.
남성의 경우 전립선 암 검사 시행.

장 정기적으로 장 관리 프로그램 검토.
장 기능에 변화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검사 예 변비 설사 등( , , ).
중년 이후 일상적으로 직장 검사 시행. 
고섬유식 식사와 하루에 정기적으로 음료 물 섭취 권장( ) .
변의 횟수 색깔 굳기 등을 포함한 장 기능의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

심혈관계 정기적인 콜레스트롤 지방 혈압 체크, , .
위험 요인 검토 예 식생활과 흡연( , ).
위험 요인 관리 교육 및 지원 제공.
매주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 권장.

정신 건강과 웰빙 심리사회적 기능 검사와 모니터링 예 우울증( , ).
지원 제공 및 유지를 위해 돌봄 제공자 능력 검토. 
적절한 식생활과 운동에 한 교육 및 지원 제공.
지역 사회 참여 장려.

신경계 근골격계/ 신경계 근골격계 기능 검토 특히 감각 근육의 힘과 긴장도 움직임의 가동 범위가 변하거나 / , , ,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 검사 시행, .
특히 상지 부위에 있어서 과다 사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제공, .
매주 정기적인 운동 장려.
올바른 적합성 및 기능 보장을 위해 보조기기 기술 검토.

호흡기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과 전략 제공. 
정기적인 호흡기 검사 시행 예 폐활량 최  호흡 등( , , )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성 폐렴 감염 예방

금연을 위한 지원 제공 및 격려.

성과 재생산 기능 여성에 한 자궁경부암 검사와 부인과 검사 시행.
여성에 한 유방 검사 실시.

피부 일상 피부 검사 방법 교육 실시.
적절한 영양 공급 교육 실시.
매 두시간 마다 체위 변경에 관한 교육 실시.
올바른 적합성 및 기능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조기기 기술 검토 예 휠체어와 좌석 보조 ( , 
시스템 등).



104 척수 손상의 국제적 관점

결론과 제안

적합하고 시의적절한 의료 치료와 재활 보조 기기 기술 포함 의 제공은 사망률과 질병률 그리고 척수( )

손상 당사자의 장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수 주류 양방향의 보건 의료에 한 접근은 척수. , 

장애인에게 더 좋은 결과와 생산적이고 즐거운 삶을 약속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장은 척수장애인의 건강 요구와 관련된 오직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 

위해 작성되었다 따라서 동료나 저널 의료 재활 서적 매뉴얼 가이드라인 건강 관련 종사자와 . , / , , , 

전문가 단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임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그 가이드라인은 특정 국가와 상황에 맞추어 사용되어야 한다.

장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한 건강 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5

내용에 해서 알아볼 것이다 장에서 나타난 척수장애인의 건강 요구 분석과 관련된 정책과 실천 . 4

내용은 아래의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 손상 이후에 즉각적으로 척수손상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에 처하고 필요하다면 신경학적 기능 보존을 위해 

특수한 보건 의료 서비스에 한 신속한 접근이 필요하다.

• 재활에 한 접근은 가능하면 손상의 급성기 단계와 같이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능적 결과물의 극 화와 , 

지역 사회 삶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꾸준히 제공되어야 한다. 

• 광범위한 보조 기기 기술에 한 접근은 기능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립을 극 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재활 병동 서비스가 끝난 이후 특히 손상 후 최초 개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처하기 위해 추가적인 , 12

관리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 척수장애인이 폐렴 요로 감염 욕창과 같은 이차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따라서 지속적, , , 

으로 주류의 또는 특수한 의료 치료에 한 접근이 필요하다.

• 척수장애인은 또한 비장애인에게 발생하는 급성 만성 질환에 처하기 위해 건강 증진 예방 의료 치료를 포함, , , 한 

주류 보건 의료 서비스에 한 접근이 필요하다.

• 척수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포함된 협력적 통합적 다각적 접근법은 입원 시 퇴원 후 그리고 지역 사회 중심 , , , , 

관리로의 원활한 이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척수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은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최 한도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다양한 상황에서 기능 회복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재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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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 시스템 강화 



내가 손상을 당했을 때는 내가 사는 지역의 큰 병원도 폐허가 되어 있을 때였다 이로 인해 수술실이 확보되지 “ . , 
않아서 수술을 할 수 없었다 가족들은 병원에 요청해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당시 정형외과 책임자였던 이의 너무나 거친 말로 인해 어려움을 이겨내려 했던 의지가 . 
꺾이고 말았다 어느 날 그 의사는 내 병실에 들어와서 어머니와 가족들을 무례하게 불러대며 내가 남은 생을 . , 
식물인간 상태로 살 것이고 다시는 앉거나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안젤라 우간다( , )

내 장애에 대한 상세한 설명 덕분에 의사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의사의 설명 덕에 내가 “ . 
당한 손상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대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의사가 이전과 다름없이 , .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준 덕분에 나는 장애 후에도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장기간에 . 
걸친 건강 관리가 특히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척수손상의 경우 장 방광 팔과 다리 움직임 . , , , , 
같은 많은 합병증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

술리에만 사우디아라비아( , )

내가 척수 센터에서 퇴원한 이후 부딪혔던 가장 큰 문제는 척수손상 환자의 구체적인 요구와 문제에 친숙한 의사를 “
찾은 일이었다 경련 때문에 이동 트랜스퍼 그리고 의자에 앉아 검사받는 것도 너무 어려웠다 경련이 아침에 좀 . , , , . 
덜한 경향이 있어서 주로 아침 예약을 요청하곤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고려해 주는 의사는 별로 없었다 의사와 , . . 
만나기 전까지는 다리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율 신경 이상 반사증 이었다 재활 센터 . (AD) . 
외부의 의사들은 거의 가 이런 증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거의 매번 나는 레그백 소변 주머니 이 90% . ( )
꽉 차거나 자세가 불편할 경우 자율 신경 이상 반사증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야만 했다 심지어 내가 . 
이것을 언급한 뒤에도 의사들이 레그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잊어서 자율 신경 이상 반사증에 시달리곤 했다, . 
나는 정기적으로 자율 신경 이상 반사증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동생을 함께 데리고 다니곤 한다.”

알렉시스 인도( , )

년 아이티 지진 때 나는 무너지는 벽에 눌려 큰 부상을 당했다 내 부상은 경수 번 사지 마비로 “2010 , . 6 (C6) 
진단되었다 지진 발생 개월 후 나는 재활을 위해 병원 에 재입원했다 병원에서 처음으로. 5 (Haiti Hospital Appeal) .  
휠체어를 받았다 그러나 이 휠체어는 내 몸집이나 나는 키가 매우 크다 척수손상 부위와도 맞지가 않았다 아이티. ( .) . 의 
보건 의료 시스템은 휠체어 공급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노력해서 자비로 마련해야 한다 척수손상 . 
발생 년이 지난 후 나는 미국 단체가 제공한 새로운 수동 휠체어를 받았다1 , .”

사무엘 아이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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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척수장애인의 보건 의료 재활 보조 기기 기술에 한 요구를 살펴보았으며 이 장에서4 , , , 는 

의료 시스템이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현재 부분의 국가가 척. 수

장애인을 하는 의료 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 결과 사망률이 불필요하게 높은 편이. 다. 
올바른 시설과 기술에 한 투자를 통해 척수장애인은 생존 번영할 수 있고 인권도 누릴 수 있을 , 

것이다.

는 보건 의료 시스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의 요소 즉 리더십과 거버넌스 서비스 WHO 6 , , 

전달 인적 자원 보건 의료 기술 정보 시스템 그리고 재정의 블록 구축 을 고려한 시스템 강화 방식, , , , ‘ ’ ‘ ’ 을 

촉구하고 있다(1). 

이 장에서는 이 가지 요소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이러한 요소 간의 상호 작용에 해서도 확인6 , 

할 것이고 나아가 척수장애인이 자신의 요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육 고용 사회 복지와 , , , 

같은 다른 영역과의 협력도 확인해 볼 것이다 척수손상은 의료 시스템의 거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 

있다 따라서 척수장애인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조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 을 

이용하는 다른 비장애인들에게도 잠재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요구 . 

충족을 위해 자국의 의료 시스템 역량 강화 의지를 가진 국가에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련의 

제안을 할 것이다.

미충족 요구

▶ 보건 의료

세계 장애 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치료를 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전체 국민보다 유방 조형술 자궁 경부암 검사 금연 클리닉과 같은 (2). , , , 

검사와 예방 서비스를 훨씬 적게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3, 4).

보건 의료 서비스의 이용과 척수장애인의 미충족 요구에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더욱 그러하다, .

5 의료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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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 장애 보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용 가능한 근거들에 따르면 일단 초기 재활 기간, 이 

끝나게 되면 척수장애인은 종종 추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일차 치료 에 있어서도 상당한 , (5) (6)

미충족 요구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진행된 코호트 연구에서는 척수. , 

장애인이 손상 후 년의 추적 관리 기간 동안에는 비장애인보다 보건 의료 시스템 높은 수준의 6 (

재입원율을 포함 에 접근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손상 이후 년이 지난 척수장애인) (7). 9 을 

포함시킨 덴마크 연구에서는 척수장애인이 조군 그룹보다 배나 높은 입원율을 기록해 년에 , 3 1

병원에 회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척수장애인들이 일반 의사와 물리 치료사의 처치를 0.5 , 

받는 경우가 조군에 비해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8).

척수장애인의 미충족 일차 치료 요구는 건강 증진 예방 서비스 의료적 치료 등이다 특히, , (9). , 

심리학적 정보 성적 정보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정보의 요구와 우려가 제 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 

네덜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에 거주하는 척수장애인은 정보와 심리 치료를 포함한 치료에 (9). , 

있어서 상당한 미충족 요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네덜란드 연구의 참여자들은 또한 척수(10). 

손상과 관련된 이차 합병증은 상당 부분 예방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예를 들어 의 욕창. , 50% 과 

의 방광 장 성적 문제를 예방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양질의 치료 및 정보 25% , , , 

제공 당사자 자신의 건강과 행동에 한 자기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10).

▶ 재활

또한 보조 기기 기술을 포함해 재활 서비스에 한 미충족 요구의 세계적인 데이터가 매우 제한

적이다 척수장애인을 포함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으로 말라위 모잠비크(2). , ,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에서 진행된 국가 연구에서는 의료 재활과 보조 기기 제공 서비스에 , ,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15).

요구 및 미충족 요구에 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재활에 한 소비자의 견해와 경험을 , 

조사한 연구는 서비스가 척수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척수장애인은 지역 사회 삶으로의 전환 과정에 관한 재활이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 던 

경험을 토로했으며 또한 세팅된 상황에서 배웠던 재활의 기술과 현실 세상 에서 필요한 기술과의 , ‘ ’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을 언급했던 네덜란드 보고서에 따르면 의 참여자가 (16, 17). , 72%

재활 센터의 컨설팅 재활 센터의 재평가 전화 상담 가정 방문을 포함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 , ,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0).

보조 기기 기술은 보조 기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약 만이 이런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5-15%

저 중소득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 내용을 언급했던 남부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연구에 · (18). 

따르면 보조 기기 서비스를 요청했던 장애인 중 단지 만이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 17-37%



의료 시스템 강화 5. 121

수 있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보조 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말라위 남성 여성 , ( : 25.3%, 

잠비아 남성 여성 보고되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의 보조 14.1%; : 15.7%, 11.9%) . 

기기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보조 기기 기술에 한 미충족 요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척수손상 다발성 경화증 뇌성 마비 장애인에 해 미국에서 진행된 국가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 , , 

참여한 절반 이상 이 이전 연도에 보조 기기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그중 (56.5%) , 

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28.4% (19).

네덜란드의 척수손상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가 휠체어를 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 (56.7%)

밝혔으며 이 때문에 휠체어를 받기 위한 기 시간이 길어져 재활 센터에서 퇴원이 종종 지연, 

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 장애인과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 장애인이 35.9% 47.5%

자신들의 휠체어에 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높은 비율의 응답자 가 . , (78.3%)

자신의 집이 적절하게 개조된 것에 동의를 표했으나 유의미한 비율의 응답자 는 자신들이 , (38.1%)

요청한 개조 변경 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0). 

의료 시스템 강화

▶ 리더십과 거버넌스

장애인 권리 협약 은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CRPD) “ ,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 권리 협약 .” , 

조와 조에 기술된 재활을 포함한 건강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25 26

한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또한 장애인의 보조 기기 기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당사국의 (21). 

책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 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는 법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저 중소득 국가, , . ·

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보조 기기 기술을 포함한 보건 의료와 재활 서비스, 의 

제공과 접근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의 (2). ,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 규칙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글로벌  

이행 보고서는 개의 응답 국가 중 가 재활 관련 법이 없고 는 재활 정책을 마련하지 114 50% , 42%

못했으며 는 구체적으로 보조 기기 제공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는 재활 , 48%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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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수립하지 못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법과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 정부는 (22). , 

종종 제공되는 치료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해서 척수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치료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장애의 상충되는 정의 지원에 한 적격 기준 복잡한 과정 때문에 척수. , ,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획득 및 요청이 어려워지고 있다(23).

적절한 법 정책 전략이 없다면 척수장애인의 보건 의료와 재활 서비스에 한 적절한 접근 보장, , , 이 

어려워질 것이다 장애에 한 구체적인 정책 척수장애인 포함 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 ( ) 라, 

척수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에 한 요구가 주택 교통 교육 오락과 레저 고용 사회 복지를 포함한 , , , , , 

정부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수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많은 외상성 척수손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 

이미 취약한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지진과 같은 인도적 재난을 비한 계획이 반드시 수립

되어야 한다(박스 5.1 참조).

박스 5.1 중국 쓰촨성 지진 이후 재활 서비스 조직

년 월 엄청난 지진이 중국 쓰촨성 지역을 강타했고 이로 인해 약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많은 2008 5 , , 86,000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이재민이 되었다 그리고 집중적 의료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입원 환자가 약 명 발생했다. 200 . 
지진 발생 이후 중국 재활 의학 협회 는 지방 정부의 보건 관계자 아동 보호 재단 국내 과 협력해 척수, (CARM) , ( NGO)
장애인과 기타 외상성 장애 손상을 당한 사람들의 재활 요구에 응하기 위해 접근 방법을 진행했다 이 방식“NHV” . 은 

의 자금 지방 보건 당국의 자원 전문 재활 자원봉사단의 의지 가 결합되어 시설 중심 재활 에서 NGO (N), (H), (V) (IBR)
지역 사회 중심 재활 로의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 정부의 장애인 보호법 (CBR) . 

과 장애인 권리 협약 이 모델의 법률적 기반을 제공했다2008 (24) (21) NHV . 

쓰촨성의 성도인 청두와 주변 지역의 의료 시스템 인프라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지진 이후 외상성 척수손상과 기타 

장애 손상자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한 결과로 의료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환자들은 중국 타 지역의 병원으로 량 이송,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몇 개월 이내에 인프라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부분의 사람들은 집과 임시 캠프로 모두 (25). 
돌아오거나 혹은 지속적인 의료 치료를 위해 청두시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지역 사회로 돌아온 사람들의 재활 요구, . 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재활 의학 협회는 지방 정부의 보건 관계자 아동 보호 재단과 협력해 단계 골절 수술과 골절 , , 2
환자 척수손상 환자 외상성 뇌손상 환자 신경 손상 환자의 재활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 , . . 

재활 영역에서 시설 중심 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핸디캡 인터내셔널과 아동 보호 재단, 의 

지원으로 요구 분석 평가가 진행되었다 시범 사업 이후에 시설 중심 재활이 주 시 보건 당국과 병원에서 진행되었. , 몐 다. 

퇴원 이후에는 지역 사회 중심 재활로 변화하여 특히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보조 기기 등 건강 요소에 한 , , , , 
내용이 강조되었다 고용 서비스 활동 보조인 동료 그룹 지원을 통한 삶 사회적 역량 강화의 요소를 포함한 지역 . , , , 
사회 중심 재활의 다른 구성 요소들 또한 다루어졌다. 

지진의 결과 영구적인 손상을 당한 사람들은 병원 내원 교통비와 같은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 제공과 더불어 무료‘ ’로 

시설 중심 재활을 지원받았다 전반적으로 의 비용 효율적 모델은 거리가 먼 성도의 병원이 아닌 가까운 도시의 . NHV
병원에서 시설 중심 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촉진되었다.

척수손상 재활을 위한 의 효율성은 방법을 통해 치료를 받은 명의 지진 척수손상 피해자를 상으로 NHV , NHV 51
일상생활 활동을 평가한 바델 지수 에서 평균 점이 상승한 리 세 의 사례에서 명확하게 잘 나타나(Barthel Index) 30 (26 ) 고 

있다 의료적 합병증도 부분의 환자층에서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었다 게다가 모델 하에서 지역 사회로 복귀한 . . NHV 
명의 척수손상 상자 중 후 세 씨는 자체 평가 삶의 질 전반적인 건강 사회적 관계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신체26 , (27 ) , , 

적인 자립과 이동성에서도 우수한 내용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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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척수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의료 시스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점진적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척수장애인을 위한 보건 의료 재활의 요구와 혜택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첫 단계이. , 다. 

이 과정에서 척수장애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책 결정의 경우 계획 단계에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이며 척수장애인의 견해 지식 경험과 같은 매우 귀중한 식견을 제공할 수 , , , 

있다.

정부가 정책과 전략 계획의 지원과 이행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는 한편 전문적인 척수 센터 병원, , , 

전문가 협회 학 국내외 개발 기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행 당사자들은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 , 

또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과 국가의 역량 구축 및 훈련 워크숍 실시 국가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 , 

지원을 포함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제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전달

보건 의료와 재활 서비스 보조 기기 기술 포함 전달을 위한 시스템은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하다( ) . 

입원 전 치료 시기에는 고도로 숙련된 의료 전문가를 통한 선진 치료 시스템부터 자원이 제한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하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몇몇 다른 모델이 존재한다. 

진행되는 시스템에 상관없이 입원 전 치료를 기존의 보건 의료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8).

척수장애인에 한 급성기와 급성기 이후에 의료 서비스는 개 외상 센터 일반 병원 특수 척수 , , 

병동이나 센터와 같은 내원 시설을 통해서 제공되며 반면에 재활 서비스는 내원 외원 그리고 지역 , , 

사회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척수손상 관리를 위한 특화 및 통합된 시스템을 . 

체로 선호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모두 제공되는 방식. , ‘ (under one roof)’

이나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치료와 관리의 각 단계 사이의 빈틈없는 환자 이송을 보장하는 조직화4 된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유럽 척수손상 연맹 이 발표한 정책 성명서는 (European Spinal Cord Injury Federation: ESCIF)

척수장애인의 중앙 집중형 치료 재활 평생 관리를 권장하고 있으며 당사자 치료의 모든 단계를 , , ,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센터의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특별 센터나 일반 병원의 전문 팀을 통한 (29). 

조기 개입이 척수장애인을 위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고되었다 안적이며 비전문적인 (2). 

서비스와 비교해 전문 센터나 병동에서 단기간 머물거나 전문 팀에 의한 관리를 받는 경우 비용을 , 

줄이고 합병증 발생을 낮추며 퇴원 이후 재입원율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 (2, 30-42).

개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전 세계 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척수손상 병동은 개 물리 2 9 , 

요법과 재활 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 단계에서 필요한 (43). 

서비스에는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카운슬링 보조 기기 기술 제공 권리에 한 전반적 개괄 심리, , , , ,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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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 심리학 지원 등이 포함된다 치료 시간과 병원 입원 기간에 있어서는 환자별로 상당한 차이가 . 

존재하지만 환자들은 체로 일주일에 일 하루에 시간 정도 치료를 받는다, 5 2-5 (43, 44).

보조 기기 기술 제공에는 제품 디자인 생산 배포와 평가 맞춤 교육과 같은 관련 서비스의 전달, , , , 

까지 포함된다 서비스 전달의 모델에 따라서 척수장애인은 정부 서비스 국제기구 민간 (45). , , , NGO, 

영역 위의 내용들의 조합 공공 민간 파트너십 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보조 기기 , ( - )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의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 보조 기기 기술 제공에 있어 다른 이해 . , 

당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진행된 장애인의 삶의 조건과 . 5

관련된 국가 연구에 따르면 나미비아와 같은 몇몇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부가 제공하는 , 

보조 기기 기술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보조 기기는 정부가 아닌 다른 곳

에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 참조). 

가족들과 함께 척수장애인 당사자도 장과 방광 관리 및 트랜스퍼 휠체어 기술 자기 신변 처리 방, , 

법 등을 습득해야 한다 이후에는 직업 재활 스포츠 문화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다. , , .

표 ( 5.1) 이해 당사자별 보조 기기 기술 제공

국가 정부 NGO 민간 기타 영역

말라위 19% 9% 34% 38%

모잠비크 47% 4% 36% 13%

나미비아 60% 3% 30% 7%

잠비아 14% 9% 44% 33%

짐바브웨 28% 8% 31% 33%

출처: (11 15).–

장애물

척수장애인은 종종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와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에 있어 문제점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이용성(Availability) 

척수장애인의 복합적인 보건 의료에 한 요구를 고려해 볼 때 포괄적 범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 

척수장애인이 선호하는 전문 센터를 통한 서비스의 전달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그런 보건 의료 재활 서비스는 종종 도시 근처에만 몰려 있어서 농어촌 지역과 외진 지역에서 이용, 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전직 척수장애 군인의 보건 의료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미국 (2). 

연구에 따르면 일반 보건 의료 시설과의 거리가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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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과 외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리가 먼 경우에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호주의 농어촌 (46). 

지역과 외진 지역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통증 관리와 휠체어 좌석 교정과 같은 전문 , 

서비스는 진단 테스트와 특수 장비에 한 접근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과 외진 지역은 척수손상의 발생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47). , 

전문 보건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47).

접근성(Accessibility) 

장애인은 종종 보건 의료 시설 접근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성과 적절한 장비의 부족. 

으로 인해 의사나 다른 보건 의료 전문가들은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그렇지 않은 경우 일상적인( ) 

절차를 고려하는 것을 앞서서 하거나 잊거나 실패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미국 의사들을 , , (2). 

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병원에 일정 부분 물리적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접근 불가능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48).

보건 의료와 재활 보조 기기 기술을 포함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시스템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 ) 

협상을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복잡한 과정과 서비스의 단편화가 요구 충족에 있어 . 

큰 장애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조 기기 기술에 한 접근을 지원하는 원스톱 숍 이 좀처럼 (5). ‘ ’

없으며 종종 설계자 제조업자 공급자 맞춤형 제공자 재원 운영자 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경쟁, , , , , 

까지 더해진다 어떤 국가에서는 보조 기기 기술 서비스가 보건 서비스에서 분리되어 있어서 조정. 

하기가 어렵다 한 연구에서 이용자들은 서비스 전달의 지연 관련된 단체와 담당자의 수 전문가. , , , 의 

엉성한 처 등이 보조 기기 기술에 한 미충족 요구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20).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 

부분의 척수장애인이 재활 프로그램은 너무 표준화되어 있고 개인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 

맞춤형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예를 들어 보조 기기 기술은 (17). , 

종종 이용자의 개인적 요구와 거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 되는 경우가 있다 없는 것보다는 ‘ ’ . ‘

무엇이라도 있는 것이 낫지 와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제품 과 같은 태도와 내용이 자원이 제한적인 ’ ‘ ’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된다(49-51).

이용자 요구에 한 부적절한 평가는 개인이 부적절한 장비에 맞추어 가는 경우로 이어지고 (52), 

그 결과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가 개인의 요구에 맞추어 제공되지 . , 

않는 경우에 척수장애인은 욕창 반복 긴장 증후군 어깨 손상과 같은 이차 합병증의 위험에 , , , 

놓이게 된다(53, 54).

척수장애인은 종종 보건 의료와 재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에 한 

접근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자신들의 요구에 한 명확한 . 

이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특히 손상의 초기 단계에 취약할 수 있다 이용자의 낮은 참여와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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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이 저 중소득 국가에서 제공되는 많은 휠체어가 이용자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거나 · (56, 57) 

방치되고 버려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55) .

장애물에 대한 대처

서비스 코디네이션 

척수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전달에 많은 이해 당사자가 관련되는 만큼 조직적이고 통합된 접근법이 

중요하다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전달 모델 유형에 상관없이 서비스는 다양한 단계와 치료 세팅 . , 

간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 코디네이션 이 필요하다 코디네이션 치료는 다양( ) (39, 58). 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팀의 형태를 띠므로 적절한 서비스와 자원을 척수장애인에게 연결해 줄 

접근법을 증진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평등한 자원의 배분을 보장할 수 있다 코디네이션, (2). 

에는 치료 코디네이터 확인 개인 치료 계획 수립 다른 서비스에 한 적절한 소개와 효과적인 , , 

정보 이전 제공 등이 포함된다 유사한 척수장애인 그룹으로 구성된 스웨덴과 그리스가 참여한 (2). 

연구에서는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 최초 년 동안 환자의 관리 과정을 사전에 모두 확정한 경우에 1

합병증이 줄어드는 우수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59). 

서비스 전달을 위해 대안적이고 보완적인 모델의 이용 

척수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다른 서비스 전달 모델을 척수, 

장애인의 요구 충족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 몇 가지 안적인 모델을 다음에 소개할 것이다. . 

강조되어야 할 점은 아래에 소개되는 모델은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모델이 아니라 협업으로 , , 

이루어진 치료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라는 점이다.

소규모 전담 병동이나 팀

척수 병동이나 팀은 일반 병원의 시스템 안에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척수손상 . , 

전담 팀과 아프가니스탄의 소규모 병동은 수술 병원과 정형외과 센터 안에 세워졌으며 가정, 

기반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지원을 하고 있다 베트남의 국립 재활 센터는 (home) (2, 60). 

핸디캡 인터내셔널과 협력하여 기존 재활 센터 안에 특별 병동을 세워서 척수손상 서비스를 분산

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주류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지원

현장 지원 상담 팀은 척수손상 전문의 팀이 없는 급성기 병원에 입원 중인 척수장애인 지원의 한 

방안으로써 제안되었다 이 팀은 척수손상과 관련된 합병증 예방과 관리 지원 재활 서비스 (38). , 

관련 시의적절한 정보 자문 병원 스태프들에 한 교육 실시 등을 할 수 있다 척수손상 센터는 , . 

일차 보건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척수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후속 문제들에 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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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프로그램 모델

방문 프로그램 모델은 척수장애인이 차 의료 센터에서 퇴원한 이후 전문적인 보건 의료 제공자와3 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모델 속에서 서비스는 상자의 거주지 근처로 전달될 수 . , 

있고 따라서 거리와 교통비와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항공 클리닉, . ‘ ’(박스 5.2 참조)과 

결합된 외래 클리닉 및 가정 방문은 전문적인 의료와 재활 서비스를 농어촌 지역이나 외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척수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문 프로그램 모델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 

이 모델은 서비스 전달의 안적 형태로서 척수장애인의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다(5).

원격 의료와 원격 재활

정보 통신 기술은 척수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61, 62). 

원격 상담과 의료적 치료와 재활을 위한 웹 기반 지침은 상처 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척수손상 합병

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방광 관리와 같은 기타 다른 영역의 적절한 서비스 전달 모델이 , 

될 수도 있다는 제안과 함께 여전히 유효하다 정보 통신 기술의 사용은 또한 농어촌 지역과 (63). 

외진 지역에 보조 기기 기술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잠재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64).

박스 5.2. 호주 동부 아넘 랜드 지역의 에보리진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항공 클리닉 지원

농어촌 지역과 외진 지역의 척수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건 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호주의 북부 지역에는 부적절한 보건 의료와 지원 서비스 때문에 척수손상을 . 
입은 많은 원주민들이 지역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한 척수 외상과 심각한 비외상 병소는 메인 척수손상 병동 중 하나인 호주의 남부 아델레이드 시의 남호주 척수
손상 서비스 센터 에서 부분 치료를 받는다 비교적 경미한 척수손상 환자를 위한 의료적 치료와 재활 서비(SASCIS) . 
스는 호주 북부 노던주 다윈시의 왕립 다윈 병원 재활 서비스 센터 를 통해서 제공된다 는 호주 북부 (RDHRS) . SASCIS
지역에 살고 있는 상자의 후속 조치 시행을 위해 매년 다윈과 앨리스 스프링스 시에서 여러 차례 방문 클리닉을 
운영한다 하지만 동부 아넘 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경우 가까운 큰 도시에 가기 위해 장거리의 오지 길을 . , 
통과해야 하는 섬이나 외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클리닉에 방문하는 것이 꽤 어렵다, .

따라서 호주 북부의 고립된 지역에 살고 있는 척수장애인의 요구를 충족해 줄 만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년 , . 1994
주보험 사무소 차량 사고 팀 에서 아델레이드의 척수손상 재활 (Territory Insurance Office Motor Accident Scheme)
의사와 노던주의 척수 전문 간호사를 동부 아넘 랜드 지역의 두 개 마을 와 로 파견하기 위한 (Yirrkala Gapuwiyak)
펀드를 지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문하는 마을과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해서 명의 상자와 개 마을. 12 7
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년 이후 연합 보건 전문가 작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 그리고 에보리진 재활 연계 사무소 . 2002 , ( , 
직원 들이 의사와 간호사들과 함께 참여하였고 와 주보건 서비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왔다 가능한 지역) , RDHRS . 
에서는 척수 방문 팀이 지역의 개별 환자를 돌보는 농어촌 지역 외진 지역의 연합 보건 팀 및 의사 간호사 에보리진 , , , , 
보건 복지사와 같은 지역 사회 보건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마을 방문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척수 방문 팀은 .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연락할 수 있다, , .

비용에는 다윈과 고브시 사이의 항공 요금 모텔과 마을 게스트 하우스에서의 숙박 요금 지역 전세 항공기 요금 등이 , , 
포함되어 있다 이 비용은 각 상자와 전담 돌봄 제공자를 다윈시로 데려와 최소 이틀 밤을 지내게 하는 비용과 비교. 
했을 때 상당히 경제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 시스템에 한 경제적인 이점과는 별개로 척수장애인과 가족 돌봄 제공자에 해서도 다른 이로운 점들이 있다, . 
이 프로그램은 척수장애인 가족 전담 척수 손상 팀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척수장애인 가족, , , , 
에보리진 보건 복지사와 외딴 지역의 간호 의료 스태프에 한 교육 기회 계획 도 제공할 수 있다 현장 방문팀은 , ( ) . 
또한 외진 지역에 살고 있는 척수장애인의 어려움과 요구에 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도움이 될 , 
수 있는 지역의 문제 해결 솔루션 관련해서도 지식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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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중심 재활(CBR)

지역 사회 중심 재활은 현재 전 세계 여 개 이상 국가에서 진행된 광범위한 개발 전략이다90 .

지역 사회 중심 재활은 자원이 별로 없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해 보건 의료 재활, , 

보조 기기 기술에 한 접근 기회를 잠재적으로 늘릴 수 있다 우간다의 연구에서는 이분척추증(65). 에 

걸린 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률이 에 육박하지만 지역 사회 중심 재활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5 50% , 

사망률이 로 비장애 아동의 사망률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율은 지역 사회 중심 16% . 

재활 복지사의 방문으로 지원을 받고 격려를 받은 부모의 행동과도 관련이 있었다 기존 전문가 (66). 

지원 서비스와 지역 사회 중심 재활 프로그램의 파트너십 개발은 척수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적절한 교육 및 감독과 더불어 지역 사회 중심 재활 복지. , 

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척수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많은 지역 사회 중심 재활 프로그램은 또한 자조 그룹과 같은 동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척수장애

인을 지원해 왔다(67).

사람 중심 접근법 채택

척수장애인이 그리고 적절하게 관련된 경우 가족도 계획과 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적 ( )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55, 68).

척수손상 이후 사람들의 재활 경험을 연구한 질적 연구의 메타 분석은 당사자들이 보건 의료 종사자

들로부터 가치 있는 우와 존중을 받았다고 느끼는 다음의 경우를 강조해서 제시했다 각각 . 

1) 당사자를 재활 전 과정에 걸쳐 파트너로 간주한 경우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2) 을 

가진 경우 정보를 공유한 경우 당사자들을 문제 해결과 결정 과정에 포함시킨 경우였다, 3) , 4) (17).

자기 관리 방법은 척수장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의료 보건 시스템 내의 경직성으로 인해 이런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54). 

되고 있다 척수장애인의 자기 관리 방법 습득 교육에서 장 방광 피부 관리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 , , 

강조되고 있다 게다가 건강 재활 관계자가 제공하는 훈련과 교육 이외에도 척수장애인이 (54). , ,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인터넷도 정보의 좋은 소스가 될 수 있고. , 

척수장애인이 자신의 상태에 해 배우고 자신의 보건 의료와 재활 과정에 스스로가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척수 . , 

재단 은 척추 해부학 척수손상과 관련된 의학 용어 척수장애인이 직면하게 될 문제(Spinal Trust) , , 에 

해 척수장애인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 온라인 양방향 학습 코스인 스파이널 이센셜‘ (Spinal 

을 개발했다Essentials)’ (69).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은 척수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환자들과의 만남과 같은 

비공식적인 내용이든 혹은 동료 멘토링 동료 지원 동료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보다 공식적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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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지 간에 동료로부터의 가치 부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동료 기반의 프로그램은 잠재적(17, 70). 

으로 척수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결과물을 향상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 , 

진행된 척수손상 동료 멘토링 비교 연구에서는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 합병증이 줄어

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71).

동료 멘토는 척수손상이라는 공통의 특질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경험 지식 기술을 공유하면서 ( ) , , , 

필요한 지원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동료 멘토는 다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 , 

최근에 척수손상을 당한 사람의 자신감 회복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문제의 처 자기 신변 , , 

관리와 이동에 한 훈련과 교육을 제공 건강 관리 전략과 욕창 및 요로 감염증과 같은 이차 합병, 

증의 예방에 한 정보와 조언 제공 등이다 또 필요한 경우 보건 의료 복지사를 최초로 소개해 . 

줄 수도 있다.

동료 기반 훈련은 보건 의료 및 재활의 다양한 단계에 접목시킬 수 있으며 많은 다양한 환경에서 ,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 단체 지역 중심 재활 프로그램은 저소득 국가에서 이러한 형태의 . NGO, ,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동기 부여 과 같은 단체는 말라위 모잠비크 루마. ‘Motivation( )’ , , 니아,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에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동료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과 . 

아동 장애인을 위한 그룹도 휠체어 기술 건강 장애인 인권 인식 제고 등을 장려하는 활동을 하고 , , 

있다(72). 

보건 의료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

장애인 권리 협약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21) ‘ ’ ‘

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 ,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폭이 넓은 .’ . 

자동문 커다란 검사실 높이가 조정되는 검진용 테이블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체중계 낮은 , , , , 

체크인 카운터와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은 척수장애인의 보건 의료 시설에 한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 인적 자원

척수장애인은 일반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보건 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폭넓은 범

위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력에는 지역 중심 건강 및 재활 담당자를 포함한 의사. (:, 

응급 의학과 의사 일반 의사 신경외과 의사 재활 의학 의사 재활 전문의 물리 치료사 외과 의사, , , / , , , 

비뇨기과 의사 간호사 응급 구조사 보철 및 교정 전문가 심리학자), , , (prosthetists & orthotists), , 

재활 공학 전문가 치료사 작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 언어 치료사 사회복지사 다양한 지원 스태프 , ( , , ), ,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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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보건 의료와 척수손상 영역의 인적 자원과 관련해 현재 세계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해 적절한 

설명을 해 줄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건강과 재활 분야 인적 자원의 세계적인 부족 . 

현상 특히 저 중소득 국가 농어촌 지역 외딴 지역의 부족 현상은 척수장애인이 , · , , (2, 65, 73, 74) 

요구하는 관리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척수손상 분야의 훈련된 인력 수가 부족하다는 점과 연관

된다. 

저 중소득 국가에서는 재활 전문가를 위한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편이다 개국을 · . 114

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개국은 재활 인력 훈련에 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재활 , 37 (22). 

전문가 훈련 코스가 존재하더라도 커리큘럼 자체가 종종 척수손상의 영역을 적절하게 포함하지 , 

못하고 있다 일화적 증거들에 따르면 커리큘럼 속에 척수손상을 포함한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 , 

있지만 부분의 정보는 체로 일련의 강의를 통해 전달되고 실무적인 관리 측면의 프로그램 , , 

시간 배정은 적은 편이다.

서비스 제공자의 경험 부족은 적절한 보조 기기 기술을 제공받아야 하는 척수장애인에게 상당한 

장애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메인 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재활 전문가들은 보조 기기 (75). , 

기술 제공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지식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매우 기본적인 내용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작업 치료사들은 자신들이 불충분한 훈련과 기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76). 

보조 기기 기술 제공과 관련된 영역의 확신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75).

척수손상의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척수장애인을 하는 보건 복지사들이 종종 훈련이 부족하여 

당사자의 지속적인 치료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호주의 연구에 따르면. , 

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척수손상에 관한 지역 전문가의 지식이 제한적일수록 자신들의 요구 

충족에 있어 가장 주요한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에서는 많은 (5). 

척수장애인들이 보건 의료 제공자로서 선호하는 일차 치료 담당 의사의 척수손상에 한 지식 부족이, 

척수손상 예방과 지속적인 보건 의료 제공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48, 77-80).

장애물에 대한 대처

장애인 권리 협약 조와 조는 당사국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다른 인력에 한 훈련 4 26

촉진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척수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는 건강과 재활 인력의 (21). , 

역량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에는 교육과 훈련 국가 내의 척수. , 

장애 전문가 양성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에 척수장애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 

안적인 방법의 사용 보건 담당자 간에 협력적 실행 내용 구축 서비스 전달의 질과 효율 향상, , , 

외딴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건 담당자에 한 인센티브 도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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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수립 및 강화

재활 전문가의 극심한 부족 현상에 처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수립에 해 전 세계적인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훈련 프로그램은 상급 교육 기관 학부와 학원 중급 교육 기관 인증 교육 기관. ( ), ( ), 

하급 교육 기관 지역 사회 건강과 지역 중심 재활과 같은 목표 지향 훈련 코스 을 포함해 반드시 ( )

모든 수준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재활 인력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전문가 협회 훈련 제공자. , , 

척수 단체와 협회와 협력해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보조 기기 기술을 포함한 척수손상, , , 

건강 재활에 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지원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감독을 포함한 은 기존의 보건 의료 재활 인력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 향상( ) , ·

시키는 데 필요하며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등록제와 면허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 호주의 서비, . 스 

모델을 보면 지역의 건강 전문가들이 교육과 전문적인 지원을 받은 후에 척수장애인 관리에 있어 , 

자신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면 접촉 현장이나 인터넷 기반 교육 원격 의료 원격 (47). , , /

재활을 포함한 다양한 전달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특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이는 서비스 전달. , 의 

상황과 모델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73). 

어떤 보건 의료 요구는 특히 척수장애인에게 해당되지만 예 자율 신경 이상 반사증 많은 다른 ( : ), 

보건 의료 요구는 또한 다른 건강 상태 예 장 방광 욕창 관리 와 관련이 있다 광범위한 건강 상태와 ( : , , ) .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와 재활 인력 간의 협업 증진을 위한 전략 교육을 통합하고 확

하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제 척수손상 학회 가 년에 시작한 이러닝 패키지는(73, 81). (ISCoS) 2012  

척수손상 분야에서 일하는 보건 의료 재활 인력들에게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을 , 

줄 수 있다 척수손상 물리 치료사 국제 네트워크(82). (International Network of Spinal Cord 

와 같은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전문가 네트워크는 아이디어 지Injury Physiotherapists: SCIPT) , , , 식, 

자원의 공유를 촉진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척수손상 교육 위원회(83). (International 

의 계획인 옵저버십 은 자격을 Spinal Cord Society Educational Committee) ‘ (Observerships)’

갖춘 건강 전문가들에게 주에서 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척수 센터의 환자 관리 업무 내용을 관찰3 3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84). 

서비스 전달을 위한 비보건 전문가 활용

재활을 위한 입원 기간이 짧아지면서 재활 전문가들은 단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전 서비스 전달 섹션에서 강조했듯이 동료 지원 멘토링 카운슬링 훈련은 (71). , , , , 

척수장애인에게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는 데 유용할 수 있고 보건 시스템의 근본적 취약점을 극복,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사회 기반의 와 장애인 단체와 같은 많은 조직들이 동료 기반의 . NGO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왔다 또한 척수손상 서비스 전문가를 동료 기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 



132 척수 손상의 국제적 관점

이들을 의료 치료와 재활 서비스 부분에도 통합시켜야 한다 교육과 지원의 제공은 비보건 전문가. 에 

의한 프로그램 전달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71).

가족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 보장

다른 모든 인력 자원 중에서 가족은 척수장애인의 관리 재활 프로그램 실행 지원 일상생활 활동 , , 

지원 제공에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인력 자원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척수손상 관리를 위한 주 . 12

과정의 집중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정형외과 병원은 침상이 부족하여 장기 입원 환자를 수용할 . 

수가 없었다 경험 있고 이용 가능한 인력의 부족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가족들을 상으로 . 

일정 시간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보건 의료 유지 관리 직접적인 환자 다루기(85). , 

감정적 문제에 한 응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돌봄 제공자에 (manual handling), . NGO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86). 

▶ 의료 기술

의료 기술은 척수장애인을 위한 모든 보건 의료 영역에 걸쳐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 , , 

진단 치료 재활을 위한 핵심이다 의료 기술은 응급 및 필수 수술 치료 진단과 임상 병리 , , (87). , 

기술 영상 진단 의료 기기 보조 기기 기술 포함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분류할 수 있다, , ( ) . 

비록 다른 곳에서 언급되었지만 보조 기기 기술과 휠체어도 이 섹션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 

하는 내용이다.

장애물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배포 유지 관리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척수장애인의 보조 기기 기술에 한 , , 

요구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저 중소득 국가에서는 보조 기기 생산과 배포가 소규모. · 로 

진행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국가에서 보조 기기 생산에 (50, 88). 

필요한 재료와 장비에 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보조 기기 기술 수요는 잠재적 . 

이용자의 구매 역량 감소와 보조 기기의 존재와 장점에 해 이용자들의 인식이 낮기 때문에 제한적

일 수 있다.

자원이 제한적인 많은 국가가 국제단체나 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이 모델은 주로 저소득 NGO . 

국가에 새로운 혹은 수리한 휠체어를 공급 배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방법이 의도가 좋고 량의 · . 

휠체어를 경제적인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반면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제한, 

적인 내용이 있고 지역의 역량을 구축하지 못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서는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 

있다 보조 기기 기술은 모든 상황에 걸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고소득 (89). . , 

국가에서 척수장애인에게 적합한 휠체어 디자인이 저소득 국가에서는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보조 기기 기술 원조에 동반하는 서비스 전달의 수준이 또한 단체마다 매우 다양할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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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보조 기기도 종종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의 제공 없이 지급(88). (56, 90)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기  이하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보조 기기의 포기 혹은 미사용은 미충족 요구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보조 기기 기술 포기율은 사용 . 

첫해에 가장 높고 이후 사용 년 후가 되는 해에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 기기는 , 5 (91). 

이용자의 요구 변화 기기의 좋지 못한 성능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편리성 안전성 편안함에 , ( , , , , , 

따른 기기 선택 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 부족의 결과로 버려질 수 있다 보조 기기의 형태와 ), (91). 

척수손상의 수준이 보조 기기 기술을 이용하느냐 마느냐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92).

장애물에 대한 대처

개발도상국에 적절한 보조 기기 기술을 제공하려면 저비용의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각각의 . 

접근 방식의 적합성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보조 기기 기술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질 ,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투입 내용 재원과 기술 요구 사항 지속 가능성 외부의 . ( ), (

지원 없이 생산을 하거나 혹은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외부 지원의 잠재성 적절성 얼마나 보조 ), (

기기 기술이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영향 주어진 시간 안에 생산과 배포할 수 있는 양), ( ) 

등이 포함된다(88).

적절한 기술의 디자인

적절한 기술 면에서는 이용자의 환경 요구 선호도에 맞는 디자인의 특징이 요구된다 거친 지, , (93). 

표면 전기의 제한적 사용 고장 발생 시 서비스 부품 공급 같은 지역의 문제들이 사전에 고려, , 

되어야 한다 몇몇 단체들은 지역의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용 이동 (18, 88, 94). 

기기를 개발해 왔다 표준화를 통해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이용자에 한 잠재적 (72, 95). 

위험을 감소시키며 보조 기기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96). (International 

는 수동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에 한 표준과 버스와 밴을 이용Standards Organization: ISO) , 

하는 휠체어 장애인의 교통과 관련해 교통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은 모든 (96). 

상황에서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 국가 

표준의 개발이 중요하다(18, 97).

생산과 배포를 위한 적합한 모델의 선택 

다양한 생산 모델이 보조 기기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 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 

들어 소규모 워크숍 생산 공장 방식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기존 조립 , ( ) , 

시설을 포함시키고 지역 주민의 고용을 창출하고 장애인 포함 보다 적당한 가격의 적절한 제품을 , ( ), 

지역 환경에 맞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델이 저소득 국가에서 다양한 (89, 98). 

차원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재정적 투자가 , 

필요하다 게다가 이런 모델은 종종 전체 국민의 많은 수요에 처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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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이 경우에 량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인도와 같은 몇몇 국가가 지방(88). , , , 

국내 지역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

포괄적인 서비스 전달

보조 기기 기술 선택 획득 사용법의 숙지를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 , 

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진단 및 처방 선택과 맞춤 장비 사용에 한 이용자 교육과 지원 안전. , , , 

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후속 조치 시행 지속적인 관리와 수리 교환 서비스 등이 포함된, , 다. 

포괄적인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 

없고 결과물의 질이 떨어지고 보조 기기는 버려질 수도 있다 기증받은 휠체어를 자신들의 아, , (89). 

이들에게 제공했던 돌봄 제공자의 인식에 한 과테말라의 연구 를 보면 휠체어가 매우 유용한 (94) ,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돌봄 제공자들은 휠체어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의 서비스와 협력을 , 

통한 휠체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스 5.3 참조).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 수동 휠체어 제공에 한 가이드라인 과 같은 출판물은 서비스 전달에 관한 ’

유용한 정보와 제안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18).

또한 종합적인 전달 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사례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45). , 

년에 제정된 미국의 1998 보조 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은 시연 센터 자금 출 기술 , , 

지원 외딴 지역 상자 방문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 

자금을 지원한다 시연 센터와 은행 자금 출은 이용 가능한 보조 기기 기술에 해 이용자의 (103). 

인식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보조 공학 의사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보조 기기 결정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보조 기기가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지(104). 를 

결정하기 이전에 자신의 환경 속에서 보조 기기를 미리 시험해 볼 수 있다(91). 

▶ 의료 정보 시스템

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많은 국가가 척수손상에 한 기본 정보가 부족하다 개인적 서비스2 , (105). , 적, 

전 국민적 차원의 척수손상에 한 정보는 의료 분야 계획과 예산 수립 부상 예방과 건강 증진 , 

노력 선도 직접적인 추가 연구 지원 재활 결과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 (29, 106).

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적 서비스적 전 국민적 차원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 .

❶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보는 반드시 연령 성별 손상의 메커니즘이나 원인 손상 날짜 입원 날짜 합병증 , , , , , , , 

관련 손상 제공받은 서비스의 형태 치료 결과 신경학적 상태 퇴원과 재입원 장소 등을 포함해야 한다, , , , (106-110).

❷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차원에서는 시설 차원의 서비스 서비스 결과 의료와 재활 서비스의 비용 및 장점에  , , , 

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정보에는 비용 인적 자원 시설 자원 예 침상 서비스의 형태 서비(2, 65, 111). , , ( : ), , 스의 

횟수 이송과 기 명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❸ 전 인구적 차원에서는 데이터 수집은 척수손상의 발생 유병률 병인을 확인하고 경향을 나타내기 위해  , , ,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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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3. 변화의 수레 휠체어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루마니아의 노력: 

루마니아에서는 적절한 휠체어 서비스에 한 요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년 조사에 따르면 휠체어가 . 2010 , “
필요한 명 중 명이 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휠체어가 없어서 전혀 움직일 수 없거나 혹은 자비로 5 1 … 

마련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99)

모티베이션 루마니아 재단 은 루마니아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 (Motivatioin Romania Foundation: MRF)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년에 설립되었으며 이동 관련 장애를 가진 여 명 이상의 루마니아 성인 1995 , 9000
및 아동에게 포괄적 서비스 패키지를 지원해 왔다.

모티베이션 루마니아 재단의 휠체어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명의 휠체어 이용자를 상으로 시작해서 적절한 이동 20
장비 사용과 자립 생활에 한 동료 그룹 훈련을 제공하였었다 그리고 현재는 연간 약 명 정도를 상자로 하는 . 1000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모티베이션 루마니아 재단의 휠체어는 초기에는 후원과 기부로 진행이 됐으나 현재는 전체 . , 
수요의 에 해당하는 비용은 부분적으로 국립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16-30% (NHIA) . 

년 년 년 미국 국제 개발 기구 의 펀드 지원이 모티베이션 루마니아 재단의 휠체어 이용자 2004 , 2009 , 2011 (USAID)
서비스 역량 증 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펀드로 개 지역 팀을 지원하였으며 휠체어 기술자 자립 생활 강사. 7 , & 
휠( 체어 이용자 물리 치료사로 구성된 각 팀은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휠체어 평가와 처방 각각의 이용자의 개인별 요구에 맞춘 휠체어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측정을 진행한다: .
∙휠체어와 특수 좌석 제공 개조 및 비개조된 휠체어를 다양한 휠체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수 좌석 장비: , 를 

특히 뇌성 마비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립 생활 훈련 휠체어 이용자들이 동료 주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휠체어 기술 개인위생 자기 신변 관리: , , , 

예 욕창과 요로 감염증 예방과 관리 성과 통합 카운슬링 동료 지원 그룹 등을 이 훈련을 통해 제공한다( : ), , , .
∙휠체어 스포츠

∙건축물 접근성 건물의 휠체어 접근성 관련한 루마니아 최초의 국립 전자 자료 : (100, 101).

보다 많은 루마니아의 이동 관련 장애인들이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알맞은 휠체어를 이용하기 전에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가 필요한 루마니아 장애인은 매 년에 한 번씩 국립 건강 보험 공단이 허가받은 . , 5
공급자에게 지불한 기본 가격의 휠체어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펀딩 승인에 몇 개월씩 소요될 수 있고 평가. , 
개조 휠체어 기술 훈련 내용이 기본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이용자의 개인별 요구는 고려되지 못했, 다. 
모티베이션 루마니아 재단은 아래의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알맞은 휠체어 제공에 관한 인식이 처방 전문가 사이에서 제고되어 왔다 년 모티베이션 루마니아 재단은 . 2010

자‘ 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알맞은 휠체어를 제공하는 국제 재활 의학회 가이드라인 을 소개WHO-ISPO( )-USAID ’
했다 년에 모티베이션 루마니아 재단은 휠체어 처방 전문가를 위한 최초의 훈련 워크숍을 개최하. 2011 WHO 였

으며 루마니아에서 알맞은 휠체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훈련을 지역으로 확 시킬 계획이다 년에 모티베이, . 2012 션 

루마니아 재단은 루마니아 직종 코드 에 휠체어 평가사 처방 및 개조 기술자와 같은 새로운 전문가 코드를 (COR) , 
포함시켰으며 휠체어 서비스 교육 패키지를 기반으로 이런 전문가를 위한 공식적인 훈련 커리큘럼과 과정을 , WHO 
개발하고 있다(102).
∙휠체어의 적절하고 신속한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휠체어 펀드를 설립하였다.
∙중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제 후원자들로부터 펀드를 모금했다..

루마니아의 휠체어 공급과 관련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면서 모티베이션 루마니아 재단은 보다 많은 이동 ,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휠체어를 공급받고 교육 고용 지역사회 삶에 참여하기 위한 기술과 자신감을 배양할 , , , 
수 있도록 만들었다.

출처: (101).

모든 정보는 경제적 혜택과 서비스의 효력을 확인하고 의료 연구 펀딩 자원 배정을 위한 우선, , , 

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별 개선 데이터와 함께 사용되고 수집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프로그램 의료 및 재활 서비스의 결과 및 영향 원인과 효과 에 한 주기적(112-115). , , ( ) 인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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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과 정책 조직적 구조 건강과 재활 이상의 서비스 예 교통 태도의 측면에서 개인이 , , ( : ), 

경험한 장애물 및 촉진 요인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이 중요하다(109, 117).

지역적 국가적 척수손상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데이터의 이용 · (29). 가능성 

및 품질에 한 격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 유형을 우선순위화함으로써 정보 시, 스템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의 데이터 수집과 비교를 촉진하기 위해. , , , 

프레임워크와 사용하는 용어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장에서는 척수손상 정보 수집과 (106). 2

관련된 의료 시스템 지원을 위해 이미 개발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상세히 소개했다.

▶ 비용 마련과 적정한 비용

장애물 

척수손상을 당한 사람들은 손상 시점부터 지속적인 의료적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척수. 

손상과 관련된 초기의 그리고 지속적인 비용 마련이 중요하다 이러한 비용은 필요로 하는 (40, 118). 

상황과 형태에 따라 다양하며 의료 시스템의 구조와 자금 마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40), 

의료적 환경 속에서 일반화시킬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장을 참조하도록 한다. 2 .

척수장애인은 종종 추가적으로 자신이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과 자신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개인과 가족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 일반적, (79). 

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빈곤 비율이 더 심하고 따라서 보건 의료 재활 보조 기기 기술과 (2), , , 

관련된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나이지리아에서 진행된 연구 저소득 국가에서 진행된 . (

소수의 연구 중 하나 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의 척수장애인의 급성기 치료 비용이 이들의 ) , 41.1%

연간 소득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비용 은 직접 비용 예 병원50% (119). , ‘ ’ ( : 비)과 

간접 비용 예 소득 손실 을 모두 고려한 금액이다( : ) . 

보조 기기 기술 이용 비용이 제삼자에 의해 보전되지 않는다면 척수장애인은 보조 기기에 접근할 

수 없고 특히 저 중소득 국가의 사는 척수장애인일수록 더 심각하다 우간다에서 척수손상을 , · (120). (

포함한 신체 장애인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보조 기기와 관련된 우선적인 장애물이 ) , 

비용 즉 보조 기기의 구매 유지 보수 교체 비용이 너무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와 재활 , , , (121). 

치료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 외상성 척수손상 장애인은 알맞은 휠체어를 구매 유지할 수 있는 비용, 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비용과 관련된 장애물은 고소득 국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모든 보조 . , 

기기 기술의 거의 절반 정도가 제삼자의 지원 없이 구매되고 있다 정부 건강 보험 (19). , NGO, 

회사가 의료적으로 필요한 보조 기기 기술을 구매하거나 제공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 ’ . 스 

비용과 보상 범위의 제한으로 이러한 보조 기술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도 있다 장애인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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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신청 자격 요건 제한 과도한 서류 작업 규칙 구제 거절 승인 거부 등에 직면하게 된다, , , , , , . 

이는 낮은 사회 경제적 배경 출신 사람들이 필요한 보조 기기 기술의 형태를 획득하는 데 있어 ·

불평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낮은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척수장애인은 자신들이 . , ·

필요로 하는 맞춤형 휠체어보다 일반 표준 휠체어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93).

장애물에 대한 대처 

국가는 척수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장애인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한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서비스 분야에 적절한 예산 펀드 을 배정해야만 한다( ) .

다양한 재정 선택 방안을 통해 일반 국민과 척수장애인의 보건 의료 서비스 이용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선택 방안에는 세제 수입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보건 분야의 충분한 (2).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하고 혁신적인 기금 모금을 진행하고 의료 , , ,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합리적으로 조정된 서비. , 스 

전달 시스템은 행정 비용을 줄이고 중복을 피하고 장기간에 걸쳐 보다 고가의 보건 의료비용이 , , 

청구될 수 있는 예 욕창 보건 의료와 재활 분야의 전달 지연을 막을 수 있다( : ) . 

보조 기기 기술에 한 접근성 향상 전략에는 지역의 제품 생산 장려 관세와 수입세 감면 기존 , , 

요구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보조 기기 기술을 포기하는 원인과 (2). 

보조 기기 기술과 관련된 복잡한 비용의 원인은 포기의 가능성이 높은 기간 동안에 보조 기기 비용 

출 임 재사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시사하고 있다 출과 임  프로그램을 통해 , , (91). 

절감한 비용은 장기 수요에 맞추어 재정 펀딩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91).

몇몇 국가는 국가 혹은 주 보험 계획을 통해 예를 들어 도로 교통사고로 외상성 척수손상을 입은 , 

사람을 위해 강제적인 제삼자 보험이나 자발적 후원 모델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 

스위스 척수 재단 이 운영하는 소정의 연간 후원금을 납부한 (Swiss Paraplegic Foundation)

후원자 협회 회원들에게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 시에 개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회원 자격은 거주 장소 사고 발생이나 치료 받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 , 다

뉴질랜드에서는 사고 보상 공사 가 모든 뉴질랜드 (122). ,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국민과 방문자를 위해 원인에 상관없이 포괄적인 무과실 개인 손상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 (123). 

이 제도는 사람들의 소득 기업의 급여 지급액 자동차 연료비 자동차 면허 비용에 한 세금과 , , , 

기타 정부 재원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척수손상과 관련된 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건 의료와 재활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 

재정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척수손상에 한 높은 비. 용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건강 보험은 치료 측면의 직접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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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획은 서비스와 장애인을 위한 확실하고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124).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척수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구축과 관련해 필요 자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권리 협약 조는 이러한 환경의 당사국이 보건 의료. 32 , 

재활 보조 기기 기술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제기구 및 지역 기구 시민 단체 다른 당사국들이 , , ,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당사국과 더불어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 . 

▶ 연구

새로운 치료 방법

척수손상의 의료적 치료와 재활과 관련된 연구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고 그 결과 척수장애인이 , 

높은 수준의 양질의 삶을 영위하고 비장애인처럼 오랫동안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성과, 가 

있어 왔다.

또한 보조 기기 기술에 있어서 눈에 띄는 혁신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휠체어 기술의 발전은 자. , 세 

유지 생리학적 기능을 포함한 기능 경직 구축 압력 관리 욕창 편안함 기타 문제 등에 처할 , ( ) , , , ( ), , 

수 있도록 경사 조절 시스템과 다리 부분 의 높이 조절을 통해 척수장애인의 요구를 잘 (leg-rests)

수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125). 

가상 환경과 로봇 공학의 발전 뿐만 아니라 타이핑을 위해 언어나 눈의 움직임을 이용하(126, 127) 는 

안적인 키보드 와 같은 컴퓨터 기술은 재활을 촉진하고 삶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128, 129)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장비의 신경학적 조절에 관한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생각. 

하면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인공 팔 개발에까지 이르렀다(prosthetic) (120).

또한 척수손상의 잠재적인 새로운 치료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어떤 치료법은 여전히 동물 실험 . 

단계에 있는 반면 다른 치료법은 임상 전 연구 단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 , 준 

몇몇 치료법은 현재 사람을 상으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다만 줄기세포 치료와 (130-133). 

같은 치료법은 과학적인 문제 윤리적 문제 안정성의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 (박스 

5.4 참조)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손상된 척수를 재생시키거나 체할 수 있는 . , 

치료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생체 의료 연구자들은 미래에는 기존의 의료 치료와 재활이 . 

접목된 새로운 복합 치료법이 현실화될 것이고 이를 통해 척수의 재생과 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치료의 희망 속에 새(133). 로운 

치료법을 찾고 있는 척수장애인과 가족들은 이 분야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인지해야 한다 척수. 

장애인과 가족들은 격려를 통해 이러한 치료법에 경험이 있는 임상 전문가 저명한 연구자 척수, ,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조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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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5.4. 줄기세포 치료 희망인가 사기인가: , ?

신경 시스템의 줄기세포 발견과 줄기세포 생물학의 급속한 발전은 줄기세포 치료가 척수손상을 포함한 중증 신경 

질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러한 발견은 또한 법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서 회복을 간절히 . 
원하는 중증 질환자를 상으로 줄기세포 관광 이라고 알려진 줄기세포 치료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가에게 새로운 ‘ ’
사업 기회를 열어 주었다 이런 치료는 적절하게 고안된 임상 시험을 통해 철저히 검증 평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 , 
아니라 미국 식품 의약국 과 같은 기구의 규제 승인을 받지 않았다(FDA) .

몇 가지 변수가 줄기세포 관광의 급속한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러한 변수에는 백혈병 같은 혈액학적 질환에 (134). 
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성공적인 치료 사례가 포함된다 따라서 임상 등급의 세포 처리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 , 

가는 입증되지 않은 다양한 증상에 해 세포를 준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인터넷에 한 접근은 전례 , . , 
없는 광고 기회를 만들어 냈으며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치료가 의료 관광으로 부상했다(135), , 
(136). 

줄기세포 관련 기업가들은 규제 요건의 방해 너무나 신중한 과학자 무작위 축출과 조군을 포함한 엄격한 연구 , , 
방식 때문에 척수장애인의 효과적인 치료가 거부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편적 보고를 제외하고는 이런 (137). 
기업가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줄기세포를 사용하기 전에 수집해야만 하는 중요한 데이터를 별로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종종 치료의 실질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는 포괄적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 줄기. 
세포 치료가 새로운 재활법과 더불어 제안됐을 때 어떤 기능적인 부분의 향상이 과연 줄기세포 때문인지 재활 때, 문

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줄기세포 관광에 비판적인 내용을 처음으로 담은 보고서는 직접 척수 이식 전후에 배아 세포 치료를 받은 척수장애인의 

신경학적 관찰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 조사관들에 의한 이 실험의 후속 보고서를 통해 어떤 환자가 이식(138). 
으로 인해 혜택을 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고 배아 세포 이식 이후에 발생한 일련의 합병(139), 증이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많은 수의 비영리 정부 기관들은 줄기세포 관광의 위험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140). , 
했으며 줄기세포 치료 전에 척수장애인과 가족들이 고려해야 할 점을 알리는 교육 도구를 만들어냈다, . 

새롭게 합의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임상 시험은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적절하게 특성화된 치료가 필요하다. 
∙안전과 효능에 관한 합리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약물학과 독성학의 데이터 향상이 필요하다 만약 한 번의 . 
치료로 질병의 광범위한 범위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할 때 줄기세포 치료의 주요 지표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141). 

근거 없는 치료를 제공하는 잘못된 연구자들 때문에 합법적인 줄기세포 연구에 해 의심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강화된 정부 감독으로 인해 몇몇 심각한 부작용 사례 이후에 어떤 줄기세포 클리닉은 문을 닫았고 반면 다른 , (142), 
업체들은 허위 광고로 벌금을 내기도 했다 지금은 줄기세포 치료의 위험성 정보를 개인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교육 .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정보에 기반한 사전 동의를 통해 치료라는 환상 속에서 발생한 어려움 및 윤리적 문제에 (143), 

해 상당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기울여 왔다 타당한 의학적 혁신과 근거 없는 줄기세포 치료의 적용을 구분하기 (130). 
위한 시도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가능성이라는 미끼는 여전히 강력한 유인책이며 특히 (144, 145). , , 
환자의 눈에 띄는 변화를 언급한 일화적 보고서가 결부된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척수장애인은 과학적으로 확실. , 
하게 입증된 급성 만성 척수손상 치료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희망에 기인한 치료 를 계속해서 받게 될 수도 , (146)
있을 것이다.

기타 연구

척수장애인을 위한 가장 적합한 서비스 전달 모델에 있어 이용 가능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접근. 율을 

결정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용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 전달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19) 

추가적으로 보건 서비스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척수장애인 보건 의료 인력 정부와 펀딩 기관을 . , ,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에 의한 증거 기반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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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인력과 기타 관련자들은 적합한 개입 방법에 관해 사전 동의에 의한 임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확신을 갖기 어려울 것이며 자신들의 치료와 관련해 척수장애인의 사전 동의에 의한 선택을 ,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조 기기 기술의 영역에서는 현재는 척수장애인의 결과에 미치. , 는 

영향과 관련된 매우 소수의 경험적 증거만이 있는 상황이다 척수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147, 148). 기 

기술 영역의 연구 결과 없이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그 일이 잘 진행될지 누구를 위해 , , ,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해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론과 제안

이 장에서는 척수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재활과 보조 기기 포함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보( ) 건 

시스템 강화 방안에 하여 광범위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다 이 장에서 제시된 증거를 기반으로. , 

다음의 제안 내용을 고려해 봐야 한다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은 이런 제안을 적용하기 위해 역할. 을 

수행해야 하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리더십과 거버넌스(governance)

• 지속 가능한 국가 계획의 기반 제공을 위해 포괄적인 상황 분석을 실시한다.

• 상황 분석 및 이용 가능한 최고의 연구 증거와 우수 사례에 따라서 국가 정책 및 계획을 개발 수정한다, . 

• 척수장애인을 위한 건강 관련 결과 향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 관련 분야 예 교육 고용 교통 사회 ( : , , , 

분야 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 연구와 향후 정책 결정에 관련 혹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지식 경험 식견을 통해 획득한 증거를 이용하기 , , 

위해 주요 이해 당사자들과의 정책 화에 참여한다.

• 다자간 양자간 관계의 후원자들은 지속 가능하며 투명한 국제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적절한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서비스 전달

• 척수장애인과 관련된 기존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러한 서비스 접근에 한 장애물과 역량 구축을 확인하고, , 

유사한 서비스의 중복 혹은 구축을 피하도록 한다.

• 척수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적절한 시스템의 구현을 보장한다 자원이 풍부한 경우 특별 서비스. , 에 

한 접근까지도 고려한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 안에 척수 병동이나 팀을 설치해야 . , 

한다 모든 경우에 지역 사회로 퇴원 이후 개인의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 , 

한다.

• 입원 전 시기 및 급성기 의료 치료 급성기 이후 의료 치료 및 재활 건강 유지 관리의 세 단계에 (i) , (ii) , (iii) 

걸쳐 협업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소개 전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

• 척수장애인과 가족들의 서비스 전달에 있어 파트너로서의 참여를 장려한다 이를 통해 척수장애인과 가족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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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 결정 계획 목표 설정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 이들을 포함시킨다, , , , , .

▶ 인적 자원

• 적합한 훈련을 받은 물리 요법 및 재활 의학 전문의 작업 치료사 물리치료사 보철 및 교정 전문가 언어 , , , , 

및 구술 치료사 재활 공학자 휠체어 전문가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 훈련에 한 참여를 , , 

홍보한다.

• 척수손상과 보조 기기 기술의 모든 영역을 올바르게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존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한다.

• 재활과 주류 보건 의료 인력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 지식 개발 기회를 지원한다. 

• 포괄적인 범위의 보건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전달 지원을 위해 동료와 같은 비보건 전문가를 활용한다.

• 가족뿐만 아니라 척수장애인 당사자도 훈련과 지원을 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건강과 관련된 기술

• 척수장애인이 보조 기기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격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보조 기기 기술 제공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확인한다.

•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택이 가능한 그리고 나이가 들거나 기타 인생의 다른 상황 변화를 수용할 수 , , 

있는 보조 기기 기술 서비스를 보장한다.

• 저소득 국가의 지역 보조 기기 기술 생산자가 국제적인 산업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자국의 건강 기술 국가 

표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건강 정보

• 건강 서비스 내에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적절하고 표준화된 건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 개인과 서비스 분야 모두에 계획 및 결정 사항 고지를 위해 임상 관리 결과 데이터와 함께 손상 원인에 , , 

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 재정과 적정한 비용

• 척수장애인의 특별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한다.

• 적절한 손상 이전과 이후의 보험 계획을 마련해 개인이 과도한 손상 비용 처리에 시달리는 것을 막도록 한다.

• 척수장애인이 포괄적이고 비용적으로 적정한 건강 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장기간에 걸쳐 척수장애인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기술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인 , 

파트너십을 개발한다.

▶ 연구

• 활발한 증거를 기반으로 연구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척수손상 치료의 새로운 방법에 한 객관적인 정보를 척수장애인과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배포한다.

• 보건 의료와 재활 서비스에 한 접근율을 결정하고 보다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모델을 확인하, 기 

위해 건강 시스템에 한 연구를 진행한다.

• 증거 기반 가이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보건 의료 및 재활 인력이 활용할 수 ,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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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s, relationships and adjustment

6. 태도 관계 적응 , , 



휠체어를 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종종 비장애인들 사이에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즉 많은 사람들은 왜 정상적“ , . , ‘ ’
으로 보이는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지 궁금해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만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 ’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면 바로 뒤이어서 사고가 있었나요 라고 질문한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이야기를 , ‘ ?’ . 
듣고 나서는 이 호기심 많던 사람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정말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진심으로 , , 
슬픔을 느낀 후 뒤돌아서 자기 길을 간다 그 사람은 떠나면서 자신이 이런 고통 을 겪지 않음을 감사히 여길 , . , ‘ ’
것이다 빠르게 걸어가면서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 가장 두려운 건 장애인이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 .’ .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했던 악몽의 순간이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그리 쉽지 않지만 행복한 평범한 한 일상의 , 
장면일 수도 있다.”

불렌트 터키( , )

그들의 근거 없는 통념과 믿음에서 비롯된 태도가 나를 매우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의 척수손상은 사고로 발생했다“ . . 
사모아는 단지 의 국민들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저 앉아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 하는 사람으로 8% . ‘ ’
보일 수도 있다 특히 내 연령대라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 , .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사모아에서는 개인 돌봄 제공자를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주로 아내가 돌봄 . . 
제공자가 되고 어머니가 함께 계신다면 정말 운이 좋은 경우이다 아내와 어머니가 없다면 병원에만 머물러야 . , 
할 것이다 가족들은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돌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며 필요한 장비도 전혀 . . 
없기 때문이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있으니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 .”

패네 사모아( , )

나는 매우 어린 나이에 흉수 번 손상을 입었고 이후에 휠체어를 타는 것은 내 인생의 자연스런 부분이 되었다“ 10 , . 
미국의 농촌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나는 편안함을 느꼈고 매우 긍정적인 자기 주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 . 
배우자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고 내 친구들만큼 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종 좌절감도 , 
느꼈다 지금 나는 사랑에 빠졌으며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조만간 결혼도 할 계획이다 되돌아보면 내가 . , , . , 
정말로 부딪혔던 유일한 제약은 데이트와 성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인해 나 스스로가 만든 것이었다 장애 . 
여성으로서 나는 심지어 더 개방적이고 앞으로 나서고 솔직하고 남성에 대해 자신감을 가졌어야 했다 왜냐하면 , , , , . 
이런 과정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혹은 섹스를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많은 내재적인 질문들이 떠올랐기 ‘ ?’ ‘ ?’
때문이다 일단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되면 이후에는 일반적인 관계에서처럼 상황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 , 
된다.” 

쉐리 미국( , )

나는 다른 업무로 주당 시간의 활동 보조인을 배정받았다 나와 소통이 잘되며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갈 때 “ 25 . , 
함께 가자고 요청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적인 활동 보조인들이 있다 나는 항상 계획을 잘 세우며 여행에서도 . , 
즐거운 코스에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내 활동 보조인은 나와 함께 여행할 때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특별한 활동 보조인 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로 행복하다‘ ’ .”

켈 노르웨이( , )



태도 관계 적응 6. , , 155

가족 구성원 친구 보건 의료 제공자 이웃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은 장해 요인과 촉진 , , , 

인자로써 척수손상 장애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에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자신에 (1). , 

한 믿음과 인식과 관련하여 척수장애인이 자신의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는 또한 사회적 네트, 

워크 안에서 타인의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척수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족(2). , , 

친구 이웃 동료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의 존경과 수용의 표현 특히 불안과 두려움을 가라앉혀 , , , –
주는 사회적 반응 은 척수 손상에 한 적응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긍정적 힘이다(3). –
다른 장애인의 동료 지원뿐 아니라 비장애인이 제공하는 보조와 지지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으로 작용한다. 

장애인 권리 협약 조 일반 원칙 는 고유의 존엄성에 한 존중 개인의 자율성 다름에 한 존중 3 ( ) , , ,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장애인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태도와 (4). 

사회적 관계의 논의와 관련된 권리 협약의 특정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조 인식 제고8 : 

• 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 19 : 

• 조 가정과 가족에 한 존중23 : 

• 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생활 및 체육 활동에 한 참여30 : , , 

제 조 적응 및 재활 과 같은 다른 조항들도 긍정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26 , (habilitation) (rehabilitation)

중요한 촉진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삶을 형태 짓는 태도와 관계에 해서 살펴볼 것이다 보건 의료 전문 인력. 의 

태도뿐 아니라 더 넓은 지역 사회 내 통합에 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이 장에서는 정식 보건 . 

의료 시설과 가정에서의 보건 의료 가족과 친구로부터 제공되는 비공식적 무급 건강 관리 이용자가 , , 

선택하는 유급 활동 보조 등 보조와 지원의 제공에 해서도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 관계를 다루. , 는 

섹션에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들과의 관계와 지지에 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장은 한 개인, , . 이 

어떻게 척수손상에 해 적응하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키우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각각의 섹션에서는 . 

문제를 소개하고 이후 그 문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개입 방법의 사례와 근거가 제시될 것이다.

6 태도 관계 적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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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 광범위한 지역 사회의 태도

장애에 한 문화적인 표현들과 태도는 장애인의 삶 속의 모든 사회적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쳐다보기 무시하기 회피하기 고정 관념화 하기 따돌리기 등은 부정적 태도의 표적인 행동(5). , , , , 

이다 태도와 관련된 장애물은 물리적 장애물만큼 금지되어야 한다 많은 비장애인들은 (6-8). (9). 

장애인의 삶의 현실에 해 무지하다 신에 그들의 태도는 고정적인 관념과 부정적인 이미지에 . 

기반을 두고 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장애가 마법 원죄 부정적 카르마와 관련된 경우도 (10, 11). , , 

있지만 전형적으로 장애는 의존성과 수동성과 연관되어 있다 심지어 비장애인들의 이러한 , (12). 

편견을 피하더라도 여전히 장애는 양질의 삶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 . 

들어 종종 일반 중들은 사지마비를 죽음보다 더한 것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이분척, (13, 14). 

추증 아동이 있는 가정을 상으로 진행한 케냐 연구에서는 가족 중 가족만이 지역 사회의 도움40 6 을 

받고 있었고 가족은 소외당했으며 가족은 장애 아동의 출생으로 인해 자신들이 저주를 받은 , 7 9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조차 자신들의 장애인 (15). 

친척에 해 부정적인 태도와 낮은 기 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타인의 태도는 또한 긍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실시된 이동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 

장해 요인과 촉진 요인에 한 연구에서 가족 친구 그리고 활동 보조인의 태도가 회복에 커다란 , , ,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반면에 의사와 치료사의 태도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장해 ,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도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17). 

있다 캐나다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 상태가 양호한 척수장애인 중 분의 는 가족과 친구. , 3 2 의 

태도를 자신들의 사회 참여의 촉진 요인으로 보았으며 반면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척수장애인 , 

중 는 가족과 친구의 태도를 사회 참여의 장애물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5% (18).

사람들은 척수손상 장애인에 한 긍정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척수손상 장애인이 특별한 우와 그에 맞는 응을 원한다고 추측할 수도 (19). , 

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자립의 의미를 척수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 , , 

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척수손상 장애인에 한 설문조사들에서 이들이 . 

보건 의료 종사자나 일반 중들보다 자신들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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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요인에 대한 대처(Addressing Barriers)

장애인과의 접촉을 통해 태도가 개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척수장애인이 일반 학교에 많이 다니고(22). , 

중교통을 이용해 많이 여행을 가고 일반적 동네에 살고 일반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비장애, , ,  

아동과 어른은 장애인을 사회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더 잘 배울 수 있게 된다

일반 가정 술집 식당 문화 공간에 한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때 장애인의 사회 모임 참여와 (23). , , , , 

주류 레저 활동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는 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

박스 6.1. 아이티에서 태도 변화

한편으로는 년 월 일 지진 발생 이후 척수손상 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로 했던 초기 의학적 치료가 상당히 2010 1 10
커다란 과제였지만 아마도 아이티의 재활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사회로의 재통합 문제였다, .

장애인이 종종 코코바이 아이티 프랑스어로 가치 없다 는 의미 로 불리는 나라에서 척수손상 센터는 (cocobai) ‘ ’ , – –
사람들의 장애인에 한 태도 변화와 성공적인 재통합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었다 지진 발생 . 
이후 아이티 병원 에서 진행된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 (Haiti Hospital Appea: HHA)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환자들이 기기와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 
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병원 주변과 기존 교통 서비스 수단에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 
환경이 이러한 제약 요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30).

그러나 부분의 제안 사항에서 초점이 맞춰졌던 인프라의 재통합보다는 아이티 같은 국가의 가장 큰 난제는 장애와 , 
관련해 문화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었다 아이티의 가구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구가 아이의 장애로 인해 . 62 , 45
박해와 차별을 겪었으며 가구는 일상적으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이티에서는 종종 장애의 , 39 (31). 
기원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화적 종교적 믿음이 이런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흉작, , . 일 

때도 장애 아동에게 비난이 돌아간다(32).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 인프라의 변화를 가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에 비교적 단기간에 NGO . 
급속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권익 옹호 노력은 가능할 수도 있다 에서는 장애 통합 촉진을 위해 . HHA
스포츠를 활용하는 캠페인을 출범시켰다 스포츠의 중적 인기와 스포츠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개발의 혜택이 . , , 
장애인의 통합과 웰빙 촉진을 위한 이상적인 도구로 작용하였다 의 전략은 중적 스포츠와 전문적인 (33). HHA
패럴림픽 종목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스트반 팝 유엔 북아이티 지역 사회 폭력 근절팀장 에 따르. (Istvan Papp: ) 면, 
레온 는 년 지진으로 아내와 명의 아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척수손상이 발생하였다G(Leon G) 2010 8 . 
그러나 스포츠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겠다는 그의 결심은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카프아이시앵, (Cap-Haitien: 
아이티 제 의 도시 의 많은 주민들에게 희망 용기 비전을 가져다주었으며 장애에 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는 데 2 ) , , , 
도움을 주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레온의 핸드 사이클이 유명해짐에 따라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년 파라팬암 게임 년 멕시코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년마다 열리는 장애인을 위한 멀티 스포츠 게임 역자 2011 (1999 4 - 

주 에) 서 최초의 핸드 사이클 선수로 참가한 레온의 성과는 장애에 한 편견을 완벽하게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레온은 아이티와 국제적인 방송에 모습을 계속 드러냈고 중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년 패럴림픽 경기를 아이, , 2012 티 

를 통해 최초로 중계하려는 노력에도 힘을 보탰다 레온의 이야기는 스포츠가 어떻게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TV . , ,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 주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쉽지 않은 재통합에 있어서 통합과 적응의 , 
뛰어난 전략적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33).

물리적 인프라 변화의 중요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장애인의 요구에 적절하게 응하기 이전에 국가는 우선 , 
장애인의 요구에 한 평가 이해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동등하게 우받는, , . 
다면 장애인 인권 증진도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레온의 경험은 한 사람의 개인적 스포츠 성과의 이야기가 , . 
사회 안에서 관계와 태도를 얼마나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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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에게 진행되는 장애 평등 인식 개선 훈련과 같은 목표 지향적 개입 방법은 부· 정적인 

태도를 몰아내고 장애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장애인 롤 모델이나 지지자의 방문과 (24, 25). 

같은 교실 참여 프로그램은 장애에 한 아동의 인식 개선 및 이해를 고취시킬 수 있다(26-28). 

언론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긍정적인 장애인 롤 모델을 소개하는 것도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인식 개선 노력은 (29), 박스 6.1에서 보여지는 아이티의 사례처럼 주요 이벤트의 언론 

노출을 통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행동은 장애에 한 부정적인 태도를 떨쳐내고 

장애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의료 전문가의 태도

의료 전문가는 가끔 장애인에게 편견을 갖거나 장애인에 한 존경심 없이 그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남서부 지역의 일반 의사 중 가 신체 장애인에 (34). , , 8.2%

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경험 부족 장애인에 한 의료 훈련 부족 상담 , , , 

시간의 부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연구에서는 작업 치료를 전공하는 (35). 

학생들의 태도가 경영학 전공 학생들의 태도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른 (23). 

연구에서는 급성기 척수손상 치료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이 척수손상 재활이나 척수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간호사들보다 척수손상 노인 장애인에 해 부정적 태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 밝혀졌다(36) . 

아마도 이 간호사들이 항상 위중한 상태의 손이 많이 가는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응급 치료 인력 과 몇몇 재활 인력 사이에서도 발견되는 부정적인 태도를 (37) (19)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주로 고소득 국가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저 중소득 국가. . , · 의 

의료 전문가의 태도에 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다 그리고 세계 건강 조사(38). (World 

에 따르면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은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 Health Survey) , , 

보건 인력의 기술과 장비를 제공받을 확률이 배 치료를 거부당할 확률이 배 미진한 치료를 받을 2 , 3 , 

확률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39). 

장해 요인에 대한 대처

척수장애인들의 회복 웰빙 자율성 희망을 위해서는 지지적인 태도를 가진 보건 의료 전문가들의 , , ,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와 재활에 한 환자의 인식 측면(40). , 

에서는 치료 방법에 한 교육보다도 의사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보건 의료 전문가들이 장애에 한 긍정적인 태도와 보다 나은 이해를 갖도(41). 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 의료 전문가들의 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와의 접촉을 포함해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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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이나 건강 요구와 관련된 내용의 커리큘럼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워크숍과 참여 위주의 활동들이 강의보다 더 폭넓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23, 42). 

있다 근무 현장에서의 훈련과 다른 형태의 지속적 교육은 자격을 갖춘 이후에도 의사 간호사(25). , , 

기타 전문가들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장애를 가진 보건 의료 전문가들의 (43). 

훈련 및 모집에 한 장려도 장애인을 항상 환자로 여기는 만연한 고정 관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44). 

보조와 지지

보조와 지지라는 주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을 보조하는 비의료 인력에 해 다루게 된다 이에 . 

한 요구는 가정 학교 직장 이동이나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회와 지역 사회 활동 속에서 , , , , 

발생할 수 있다 환경적 장애물은 보통 보조에 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접근성의 향상과 다양한 보조 . , 

기기의 제공은 보조에 한 요구를 일반적으로 감소시킨다 특히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 

보조를 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집 안에서만 지내거나 심지어는 집 안에서도 하나의 방 안으로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개 사지 마비 장애인과 같이 보다 복잡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은 하지마비 장애인. 

보다 더 많은 보조가 필요할 것이다.

세계 장애 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에서 논의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장애인의 (39), 

보조와 지지에 한 부분의 요구는 무급 비공식 돌봄 제공자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 충족되고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 혹은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몇몇 개인의 경우에는. , 

유급 지원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지원은 국가 자원봉사 조직 혹은 상업적 방식으로 . , , 

제공이 될 수도 있다 새롭고 잠재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은 아래의 활동 보조인 섹션에서 논의가 . , 

될 것이다. 

▶ 비공식적 돌봄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돌봄 제공자에 한 연구들은 수행되는 활동의 

형태 가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주를 이룬다 척수, , (45, 46). 

손상이 있는 성인은 부분 남성이며 이들의 돌봄 제공자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 , 

브라질의 한 연구에서는 외상성 하지마비 장애인의 돌봄 제공자 중 이상이 여성이며 체로 80% , 

아내나 혹은 가끔 누이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절반 이상의 돌봄 제공자가 홀로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160 척수 손상의 국제적 관점

나타났다 다른 중요한 비공식 돌봄 제공자 그룹은 이분척추증이나 중도 척수장애를 가진 아동(47). 

이나 청년의 부모들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부분 여성이 돌봄 제공자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

가족과 친구들은 필요한 보조를 제공해 주기에는 스스로가 미숙하고 불충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돌봄 제공자에 한 지원 부족과 고립의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요구의 (48). 

수준에 따라 척수장애인에 한 지원은 신체적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이는 돌봄 제, · . 

공자에게 심리학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제공되는 돌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 . 

들어 돌봄 역할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배우자들은 척수손상 당사자보다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 

더 많이 보일 수도 있다 네덜란드에서 시행한 바델 지수 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46). (Barthel Index)

척수장애인 파트너가 돌봄에 해 느끼는 부담감은 중증 장애인인 경우 거의 로 경증 장애24.8% , 인 

파트너의 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돌봄 제공자의 극심한 피로를 예방하는 3.9% , 

것이 척수장애인 보건 의료 서비스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브라질의 한 (49). 연구

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조사에서 하지마비 장애인의 돌봄 제공자가 특히 신체 통증과 SF-36 

활력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지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척수, (47). 

장애인의 돌봄 제공자가 느끼는 부담과 심리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피지에서는 (50). 

유급의 돌봄 지원이 거의 전무하며 가족 구성원이 척수장애인 보조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케냐. 

에서 진행된 이분척추증 가족의 삶의 질에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부모들에게 가해지는 만연한 , 

사회적 재정적 감정적 정신적 영향들을 발견하였고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녀가 요실금을 동, , , , 

반한 경우에 더 심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15). 

장해 요인에 대한 대처

사회적 지지는 초기 재활 치료 완료 후 가정과 지역 사회로 돌아온 성인 척수장애인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척수장애인들이 재활 시설을 떠나기 전에 이들이 지역 사. , 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줄 비공식적 활동 보조 네트워크 제공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입원 치료 기간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또한 교육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위 (51). (52), 

캐나다 연구에서는 의료적 사회 심리적 감정적 상황에 한 정보와 또한 지역 사회 통합 고용, , / , /

재정적 일상생활 자기 관리 문제들이 강조되었다 척수손상 발생 이후 처음 년 동안의 적응 , (ADL)/ . 3

정도는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 지원이 척수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제공됐을 때 더 향상된다

미국에서 진행된 무작위 조군 연구에서는 돌봄 제공자와 척수장애인 모두를 상으로 한 (53). 

사회 심리적 개입 방법이 건강 관련 증상을 완화하고 돌봄 제공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 지원 방법으로는 면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전화와 (54). , 

비디오 영상 회의를 통한 지원 교육 자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은 기능적인 문제 해결 , .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돌봄 제공자의 우울감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 56).



태도 관계 적응 6. , , 161

외상성 손상을 당한 아동의 가족에게 재활 기간 동안 제공되는 포괄적 지원 서비스는 효과적인 것

으로 입증되었다 이 서비스는 퇴원 후 관리 조정 교육 프로토콜 지지 그룹 활용 가족을 위한 . , , , 

동료 지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분척추증 아동의 가족을 위한 개입과 연구는 아직 (57). 

부족한 상황이다 단기 보호 프로그램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에 책임을 (58). (respite care) 

지고 있는 가족들이 휴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가 필요할 때 고소득 국가에서 시행하는 흔한 

솔루션이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역 사회 중심 재활 프로그램이 장애 (59). , (CBR) 

아동 가족의 지지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자원봉사 조직도 지원 방안 중 하나가 (60, 61). 

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재활 센터에서 다른 부모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 

것이 이로웠음을 보고하였다 케냐에서 이분척추증 자녀를 둔 가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16). , 

분의 이 같은 교회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장애 아동 부모를 4 3 , 

만나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상호 협력 및 지지의 수단이 이용 가능함을 보여 줬다 그러나 (15). NGO와 

지역 사회 중심 재활 프로젝트 모두 아직 지리적으로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 공식적인 보조 서비스(Formal Care)

공식적인 보조 및 지지 서비스는 거주 방식의 지지 서비스 지역 사회 지지 단기 보호와 기타 , ,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된다 공식적인 서비스는 공공 민간 영리 민간 비영리 . , , 단체를 

통해 전달되거나 혹은 위의 내용이 함께 통합된 형태로 제공된다 공식적인 관리는 장애인과 (39). 

비공식 돌봄 제공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런 형태의 (62, 63). 

서비스를 위한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도 있다, (64). 

고소득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식적인 관리의 전통적 방식인 거주 시설 지원 서비스는 보통의 삶을 

스스로 주도해야 할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자유를 약화시킨다.

장해 요인에 대한 대처 

비공식적인 보조와 지지는 일련의 공식적 보건 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와 함께 진행될 때 더욱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단기 보호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이분척추증 혹은 척수장애 아. , 동의 

비공식 돌봄 제공과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62).

고소득 국가에서는 최근 몇십 년 사이 거주 시설 기반 보건 의료 서비스 에서 지역 사회 (65, 66)

기반 서비스로 이동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역 사회에서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 

연령 의 척수장애인이 거주 시설에 들어가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것은 부분의 당사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며 장애인 권리 협약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 , 19

내용이기도 하다 지역 사회 지원은 자기 신변 처리 이동 참여를 보조해 줄 수 있고 척수장애인 . , , , 

개인의 보다 나은 기능과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 가정 기반 보조와 지지는 이동 능력이 (67, 68). 

없거나 제한적인 장애인에게 중요하다 이동성 부족은 의료 합병증 비율과도 관련이 있어 보조인.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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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련 지원 업무의 공식적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를 뒷받침한다 올바르게 실행될 경우에(13, 69).  

지역 사회의 상황 안에서 제공되는 공식적 서비스는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신경인성 (70, 71)

방광 관리의 향상과 척수 손상과 관련된 이차 합병증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67)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나의 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된 것처럼 . , 

와의 협력은 저 중소득 국가의 사람들에게도 공식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이 될 수 있다NGO · (72).

▶ 활동 보조인

고소득 국가에서는 지원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를 덜어 주기를 , 

원하여 비용을 지불하여 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더 많은 자기 통제와 유연한 활동을 선호하는 , 

경우에 활동 보조인 모델이 좋은 해결책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다 이런 맥락에서의 활동 보조, . 는 

이용자의 통제 아래 이용자가 지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이 

제공하는 인 서비스를 지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의복 착용 목욕 화장실 이용 빨래 가사일. ( , , , , , , 

쇼핑 등) (73).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보조와 지원은 보조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과 활동 시간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기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영역 이외의 서비스를 . , 

이용하기를 원하는 이용자의 협상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 반 로 이용자 주도의 활동 보조 (74).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웰빙 증진 입원 감소 전반적인 만족감 향상의 결과로 이어졌다, , (51, 74-76).

활동 보조인은 척수장애인이 지역 사회 삶 학교 자원봉사 활발한 고용 활동 사회적 그리고 (77), , , , 

오락적 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 활동 보조인의 이용 가능성은 이용자의 운(51). 동량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절반 이하의 수동 휠체어 이용자들이 주당 분 정도의 , 150

중강도 혹은 고강도의 신체 활동 권고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켄과 크롤 이 (78). (Kehn & Kroll)

운동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척수장애인을 상으로 이들의 신체 활동 수준에 해 인터뷰를 한 

결과 운동 기기나 장비 사용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 보조인의 유무가 운동을 하게 되는 가장 주된 , 

요인이라고 했다.

활동 보조 모델의 확산을 가로막는 장해 요인들로는 재정 부족 불충분한 평가 체제 활동 보조 (80), , 

이용자 및 활동 보조인에 한 훈련 필요 등을 들 수 있다 활동 보조인을 고용하고 관리하려면 . 

척수장애인이 예산을 관리하고 고용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에게 가능하지 않, 

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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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요인에 대한 대처

개별적으로 민간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활동 보조 서비스 , 

제공은 개 국가의 보건 사회 보장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된다 그러나 근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 인 

문헌 고찰에 따르면 활동 보조 서비스가 특히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 , , 

기반의 서비스 비용과 비교했을 때 고소득 국가에서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 (63). 

들어, 스웨덴에는 활동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 중증 장애인이 직접 혹은 중개 기관의 도움을 받아 

활동 보조인을 고용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개인 맞춤형 보조와 지지. 를 

제공받고 지원 제공에 해 장애인 당사자의 영향력을 최적화하게끔 하였다 저 중소득 국가는 , (82). ·

부분의 척수장애인이 스스로 활동 보조인 비용을 부담할 여력도 없고 국가의 지원도 받기 어렵, 다. 

그러나 비공식적 보조와 지원 또한 의존성 강화보다는 역량 강화라는 인권적 가치를 반영한 방법들을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83, 84).

개별 활동 보조 제공은 요구에 한 사정 평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는 공적 . , 

기금으로 조성된 사고 보상 공사 에 국가 중증 손상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

서비스 가 있어 사례 관리자를 지정하여 개인의 지역 사회에서의 (National Serious Injury Service)

요구 사항을 조율하도록 하고 독립적 생활 및 직업 복귀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필요, (85). 한 

보조 시간에 한 평가는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립적인 후원의 작업 치료사가 진행하고ACC , 

이 과정에서 작업 치료사는 척수장애인의 현재 남아 있는 기능과 일상적인 하루 안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고려하게 된다.

장애인 단체 와 기타 중개 기관의 지원은 척수장애인이 자신의 보조인을 고용 관리하고 고용(DPO) · , 

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용자들(86). 은 

체로 자신의 활동 보조인을 스스로 교육하는 것을 선호하며 혹은 현재 활동 보조인이 후임자를 

교육시켜 주기를 바란다 산소 호흡기 사용법 환자 들기와 이송 및 피부 관리 혈압 호흡기 감염과 . , , , 

요로 감염과 같은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에 한 특정한 교육이 요구될 수도 있다 활동 . 

보조 교육은 이용자와 활동 보조인 모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료비 증가와 이환율과 사망률(87) , 의 

원인이 되는 차 합병증 발생의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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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지원 업무로 인한 영향은 사람 간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앞에서는 . 

아동과 성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업무에 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감정. 적 

측면은 척수장애인 지원만큼이나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 특히 감정적 지지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 , 

이용 가능성이 손상의 초기 단계에서 척수장애인의 삶의 만족감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89).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느끼는 존엄 자부심 자긍심 희망 기쁨의 감정은 척수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삶, , , , 의 

단단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37, 90).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가족과 친구들이 제공하는 지원의 정도와 종류와 관련되어 있다 가족과 친구는 . 

특히 장애 아동에 있어 과도한 도움을 제공 할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회복을 도와주고 새로운 (91) , 

삶의 역할을 설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통증 증상에 해 . , 

지나치게 걱정해 주는 주위 사람은 척수장애인이 통증을 스스로 극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증거도 있다(92).

몇몇 연구를 통해 장애나 중증 만성 질환에 한 적응이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많은 연구에서 척수장애인의 정신적 측면과 삶의 질 사이에 긴 한(93, 94). 관계가  

있으며 종교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7, 98).

척수장애인은 단순히 지지의 수동적 수용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기술 처 기술 강점, , , , 

자원과 같은 심리적 장비 들을 사용해서 관계와 환경을 의식적으로 형성해 가는 활발하고 자율적인 ‘ ’

주체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이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자신감 종교적 믿음 사회적 . , , , , 

네트워크 긍정적 사고 등이 상황 처의 촉매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척수장애인은 지원을 받을 , (99). 

뿐만 아니라 제공도 할 수 있으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을 받는 것보다 척수장애인에게 더 많은 , 

이점이 있을 수 있다(68). 

▶ 파트너

척수손상은 관계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는 손상 이후 이혼의 위험이 ,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영향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100-105). . , 

일반 인구의 와 비교하여 척수손상 이후 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척수장애인 88.8% , 5

커플의 비율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척수장애인 커플과 일반 인구 80.7% (106). 

사이의 이혼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다른 결론에 한 실마리는 외상성 (107). 

척수손상이 가족 회복력 혹은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된 만 중국의 연구 사례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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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다 함께 시간을 더 보내는 과정에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108). 

그러나 이런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손상 이후 (109). . , 

이혼과 별거에 한 시간 프레임이 다양하고 결혼의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어떤 연구에서는 , (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기도 하며 때론 포함시키지 않기도 하였다 이런 ) (110). 

연구의 다양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 일반적 사회에서의 가족생활의 변화 연구에 , , 

사용된 방법의 다양성으로 인해 심지어 더욱 어려운 일이다. 

종종 척수손상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성적 능력도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퇴원 개월 후의 척수장애인 일부를 상, , 12-18

으로 한 조사에서 성적 만족이 종종 매우 낮게 나타났다 비록 몇몇 사람들은 변실금과 (111, 112). 

요실금에 한 우려로 성관계를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남성 척수장애인 파트너의 사례 연구에서는 , 

발기 기능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보다 파트너에 한 만족감이나 친 함의 정도와 같은 요인(115)

들을 성적 만족에 더 많이 연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인도 중국의 연구에서(113, 114). , , 는 

편견과 기타 부정적인 믿음 등이 척수장애인의 결혼과 성적 능력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아기에 발생한 척수손상을 가진 성인 장애인의 경우 이성 교제는 소아에서 (116-118).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전환점 중의 하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119).

성적 능력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는 의 척수장애인의 . 84%

파트너들이 자신들의 관계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했으며 는 현재의 성생활이 손상 이전만큼 , 45%

좋거나 혹은 더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특히 생리적인 측면보다 감정적 친 감 다양한 성적 활동. , , 

상호 관심사 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 스칸디나비아 지역 여성 척수장애인(120). 545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 손상 이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응답했다 절반 정도의 여성 척수, 80% . 

장애인이 파트너와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는 자신들의 관계가 매우 좋거나 혹은 비교적 좋은 , 85%

편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조군에 비하여 여성 척수장애인에서는 성 활동 정도 욕구 성적 . , , 

흥분 만족감이 낮게 나타났다, (121).

장해 요인에 대한 대처 

친  관계에 한 지지는 척수장애인의 웰빙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파트너와의 친 한 관계 . 

유지는 삶의 질 과 웰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몇몇 연구에서는 결혼 상태가 독립적 (103) (122) . 

생활의 결과 변수에 한 강력한 예측 인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척수손상 이후 (100, 107, 123, 124). 

적정한 성적 적응은 신체 기능 향상 소득 증가 직장과 지역 사회 참여 증 사기 증진 등과 양의 , , ,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125).

재활 팀의 모든 구성원들은 척수장애인의 성적 능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앞선 스칸디나비아 연구에서도 언급했지만 의 여성들은 척수손상 이후 성적 능력에 .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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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 연구의 응답자들은 척수손상 바로 직후의 너무 이른 시기보다는 .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 정보와 지원 제공을 모두 받기를 원했다 청년 장애인도 또한 적절한 (121). 

성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의학 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126). (sexological competence)

재활에서의 다학제적 팀과 개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127, 128). , 

척수장애인은 동료 성 상담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성 건강에 한 개입이 정말로 (129). 

중요한 시기는 재활을 위한 입원 시기부터 퇴원 후 개월까지의 기간이다 관계 상담은 파트6 (130). 너 

중 한 명이 척수 손상이 있는 커플의 지원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왜냐하면 관계 상담이 . , 

상호 관계를 증진시키고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용한 접근 방식들은 . 

새롭고 상호 간에 즐거움을 주는 활동의 개발을 강조한다 여성 배우자들은 일방적인 (131, 132). 

돌봄 제공보다 책임을 공유하는 태도가 남성 척수장애인과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요인이라고 답

했다(124).

척수손상 발생 이후 관계가 붕괴된 사람들 역시 새로운 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희망적인 근거가 

있다 손상 이후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환경 관계 건강에 해 보다 만족하고. , , , 

성생활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보다 (113, 133). 

활발하고 적응을 잘하고 만족도가 더 높은 집단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결혼을 통해 이들의 , , , 

삶의 질이 향상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133).

▶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청년기의 척수 손상은 가족 전체에게 정신적으로 충격일 수 있다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고찰에 의하. 면 

이분척추증 자녀를 가진 가족 중 는 임상적 수준의 가족 기능 장애 를 겪고 있으며 12-13% ‘ ’ (134), 

이러한 문제는 가족의 상황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 

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의 소아 척수 환자 의 환자 어머니 의 환자 아버지가 25% , 41% , 35.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다른 사례에서는 종종 가족들(PTSD) (135). , 은 

회복력을 보이기도 하며 이분척추증에 처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결혼 생활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4).

근거들에 따르면 이분척추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서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 모두 발견된다고 , 

하며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의 건강과 사회적 웰빙에 한 불안과 염려뿐만 아니라 이들, , 에 

한 공감과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한 감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입은 아이(134). 의 

형제자매들의 불안과 우울에 한 몇몇 근거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은 극복될 수 있고, , 

가족이 이 상황에 얼마나 처를 잘 하는지에 달려 있다 장애 아동은 다른 자녀들과 같은 방(137). 식

으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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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 척수장애인이 자녀를 가질 수도 있다 스칸디나비아 연구에서는 의 여성 (138). 18%

척수장애인이 손상 이후 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에 따르면 척수장애인 어머니와 (121). , 

비 척수장애인 어머니 사이의 자녀 양육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비 척수장애인 어머니와 , 

비교해 척수장애인 어머니가 키운 아이들의 결과 또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39, 140)

유사한 내용을 척수장애인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 손상 이(141). 후에 

부모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는 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장애를 체로 편하게 받아들이며 진솔(142). , 한 

화가 수용의 핵심이 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자신의 나이와 맞지 않게 (143). 

자신의 부모나 장애 형제자매를 돌보는 역할이 맡겨지는 힘든 상황에 부딪히는 위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144).

장해 요인에 대한 대처

보건 의료 제공자들은 사회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척수장애 아동 가정을 파악해야 한다 사회(134). 적 

네트워크는 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가족에게 매우 중요하다 십 에 척수손상을 당한 중도 장애인. 을 

상으로 한 스웨덴 연구에서는 부모와 동료가 중요한 네트워크로 확인되었다 부모는 보건 의료 . 

제공자와의 상호 작용에 있어 지지자이며 슬픔 절망 분노의 처에 도움을 주는 지원자이다, , , . 

동료는 활동을 장려하고 개인의 발전을 확인해 주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보건 의료 제공. 자

들은 당사자가 가진 사회적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부모에 한 교육은 그들(146). 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신의 장애 아동에 해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 

있다 이분척추증 장애인의 삶의 질에 한 한 케냐의 연구에서는 부모 돌봄 제공자 지역 (16). , , , 

사회를 상으로 시행하는 해당 장애에 한 교육은 물리적 심리적 그리고 의사소통 발달 결과의 ,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7).

성인기로의 전환은 이분척추증 장애 아동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북미 에서는 생애 과정(149)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상당한 활동의 주제가 연구되어 왔었다 그리고 이 생애 과정 (life-course) . 

모델은 성공적인 성인기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제와 발전 단계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150). 

부모에게도 자녀의 자립심을 길러 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 자녀가 정규 , 

교육 과정 이후의 교육 자립 생활 가능하다면 고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 (148). 의 

다양한 단체들은 레저 활동이나 우정을 쌓는 네트워크 활동 참여를 도와줄 수 있다 이분척추증을 . 

가진 청년이 자립 생활 집안일 처리 중교통 이용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경우 지역 (151), , ( ),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척수 장애 청년의 성인기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152). 

적절한 성교육도 매우 중요하다(126).

비장애 아동에 관해서는 사회 복지사 기타 지지자들이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와 관련된 복잡한 , ,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분척추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들이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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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각자 나름의 역량과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재활 . 

센터는 중도 장애인이 된 부모를 둔 아이가 방문하였을 때 발생하는 요구에 해 고려해 봐야 한다. 

이는 적절한 시설의 제공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니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 한 이해와 

정서적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154).

척수손상에 대한 적응

척수손상을 입는 것은 개인의 자존감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 독립적으로 (155).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삶 심지어는 신체까지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할 ,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다 외상성 척수손상은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외상성 뇌 손상을 동반할 수도 . 

있다 척수손상 이후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변수 또한 많다 운동 기능의 손상뿐만 아니라 실금(156). . , 

경직 통증과 같은 차 합병증을 경험하는 경우는 더 낮은 삶의 만족도와 연관되어 있다, 2 (111, 112, 

게다가 접근성이 낮은 환경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122, 157, 158). , 

환경적 장애물의 경험 역시 낮은 삶의 만족도와 연관된다 장애에 한 적응은 척수장애인이 주변 (90).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해 나가는 하나의 역동적인 과정이다(159). 

척수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한 연구들의 서술적 고찰 에서는 척수장애인은 일반 인구와 비(160) 교해 

평균적으로 더 심한 괴로움과 낮은 삶의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매우 다양하며 부분의 척수장애인은 자신들의 상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가 척수손상 이후 삶의 만족감이 떨어. , , 75%

지는 것을 경험했으나 손상 년 후에는 의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였다, 1 50% (112).

정신 건강에 관한 근거들의 고찰에서는 척수장애인의 가 일반 인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20-30% ,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 비록 불분명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 증상이 감소(160). 

된다는 몇몇 근거가 있다 마찬가지로 부분의 연구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정도가 외상 후 . 7-27%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입증된 점은 비록 평균보다 (160). , 

높은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척수장애인은 자신들의 상태에 잘 적응하게 , 

된다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들에서 노인 척수장애인의 경우 적응을 잘 하고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지 마비 장애인을 상으로 한 프랑스 연구는 응답자의 거의 분의 이 자신(158, 161). , 4 3

들의 주관적인 웰빙 행복 상태를 상당히 우수하거나 혹은 매우 우수하게 평가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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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중도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적응한 척수장애인은 새로운 상황에 한 정신적 적응, 에 

유연한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이룰 수 없는 목표에 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성공에 한 기준을 바꾸. 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변화가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가능성들에 못지않게 삶에서(155). 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평가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에 해 갖는 감정은 상황에 . (101). 

한 자신의 인지적 반응에 달려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 평가와 행동적 선호도에 따라 . 

다양한 처 방식을 취하게 된다 건강 문제에 적응하는 통합적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내용으로 . 

기술되어 왔다 즉 개인의 자원 예 개성 지능 건강 관련 요인들 사회적 물리적 상황 예 가족(162). , ( : , ), , · ( : , 

환경 인지적 평가와 적응 활동 예 증상 관리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 관리 타인과의 관계 관리 을 ), ( : , , )

강조했으며 이러한 각각의 요인 범주는 개입을 위한 잠재적 상이다, . 

척수손상 이후 정신 건강 및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 개 연구를 기반으로 최근에 진행한 심리학적 48

요인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삶의 만족 및 정신 건강과 지속적으로 관련된 요소는 인지된 삶의 통제, , 

일관성 희망이나 삶의 목적과 같은 긍정적 요소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 같은 (sense of coherence), , 

자긍심 긍정적 부정적 정서 외상 후 인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 , (163).

장애 수용의 처 전략이 장애 적응의 일관된 결정 요소인 반면에 부분의 감정 중심의 처 방식은 , 

삶의 만족이나 정신 건강과 관련이 없다 비록 능동적 문제 중심 처 방법이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 

전략이지만 이는 과학적 문헌과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척수장애인의 경우처럼 목표 달성이 , .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개인적 선호도나 목표를 상황적 변화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삶의 환경을 ,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적응과 관련해서는 더욱 효과적이고 긍정적

일 수 있다(164). 

▶ 장해 요인에 대한 대처

재활

재활 서비스에 한 접근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조 기기 기술에 한 접근과 장과 방광의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타 지원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두는 적응의 , , 

주요 단계들이다 스리랑카에서 진행된 소규모 연구는 재활 서비스에 접근했던 척수장애 남성의 . 

건강 및 심리적 사회적 결과 향상의 증거를 보여 주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 (165). 이 

개인이 얼마나 신체장애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으므로 긍정(166, 167), 적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사람의 손상된 신체에 한 인식을 재활 기간 동안 새롭게 정립시켜야 한다. 

재활 전문가는 정보를 제공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단체 외출과 같은 기회들을 통해 환자의 자아상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elf-image)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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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 이후 진행되는 심리적 개입에 한 사례 증거들은 계속 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는 , 

않은 편이다 척수장애인의 우울한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진행하는 개입 방법은 . 

인지 행동 치료 로 척수장애인의 감정과 행동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을 가용(CBT) , 

하는 방식이다 인지 행동 치료는 비합리적인 혹은 부정적인 생각에 한 처 보상이 (104, 168). ‘ ’ , 

따르는 활동에의 참여 기회 증가 긴장 완화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단호한 태도 사회적 , . , 

기술 성적 능력에 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룹 인지 행동 치료는 동료의 지지 사회적 기술 연습, . , , 

추가적인 관점 습득에 있어 비용 효율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169, 170).

또한 효과적 처 훈련 도 척수장애인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기저에 보다 (CET) , 

심각한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좋다 이 방법은 척수손상과 관련된 환자의 부정적 . 

생각을 바꾸고 장애에 따른 결과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켜 정서를 개선시킴으로써 , 

효과적일 수 있다 손상과 관련된 주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 감정적 그리고 인지적 반응의 발견. , , 

동료와 심리학자의 지지와 교육의 기회를 강조하는 지원 그룹 치료 도 또한 우울증과 불안 (SGT)

감소에 효과적이다(173).

자기 효능감 어떤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한 믿음 과 자존감 자신의 가치나 사람의 ( ) (

가치에 한 개인적 감정 을 포함한 일련의 긍정적인 심리학적 요소는 삶의 질 향상과 꾸준히 )

관련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는 척수손상 이후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울 수 . 

있는 심리학적 자원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 , 

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자신의 미래에 한 통제력을 가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 왜냐하면 전자의 . 

경우가 상황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해 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긍정. 

적인 감정 행동 사고를 배양할 목적의 긍정적인 심리적 개입은 다른 집단들에서도 효과를 보였, , 

으며 척수장애인을 상으로도 효과를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174), .

자기 효능감 향상을 목표로 한 다학제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개입 효과에 한 근거가 존재한다

능동적 생활같이 일반적 특이적 자기 효능감은 능동적 자립 생활 프로그램이나 (175). , · (176, 177) 

신체적 활동 혹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지식은 (178-180) . 

다양한 방식의 개입 프로그램 속에서 향상되었으며 년 후의 경과 관찰 시 지각된 자기 통제(181) 1 와 

의미 있게 관련이 있었다. 

건강 전문가들은 종종 희망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비현실적 희망과 그들이 보다 , ‘ ’ 

현‘ 실적 인 ’ 희망으로 생각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어려움을 발견했다 그러나 (182). 

척수손상 이후 초기 기간에서의 태도적 관점에서 봤을 때 회복의 희망 은 감당하기 매우 힘든 건, ‘ ’ 강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처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척수 손상으로부터의 (182, 183). 

회복의 희망이 재활 프로그램의 능동적 참여를 가로막지 않는 한 개인의 희망을 계속 유지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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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척수손상 초기 단계에 정신 건강 문제에 한 스크리닝을 통해 심리학적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입원 시기에 우울감을 갖는 척수장애인에 한 심리 치료는 다학제적 . 

재활 팀의 기능 중 일부로써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심리학적 개입은 도움이 되며. ,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적응에 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들이 있다(160).

자조 그룹

척수장애인들은 개 자조 그룹이나 다른 형태의 동료 상담과 같이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과 만나서 덜 소외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룹 학습을 가치 있게 받아들인다(184, 185). 

영국의 백업 트러스트 와 뉴질랜드의 척수 손상 재단 과 같은 (Back-Up Trust) (Spinal Injury Trust)

단체는 레펠 하강과 카약과 같이 자신감을 키우는 활동과 교육 지원의 기회를 제공한다, (박스 6.2 

참조). 

프랑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비록 인과 관계의 방향성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사회 활동과 , , 

친구 모임에 자주 참여하는 것이 사지 마비 장애인의 웰빙 행복 과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 )

나타났다 저 중소득 국가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지역적 네트워크 플랫폼 그리고 남아시(122). · , , 아나 

동남아시아의 리버빌리티 아일랜드 에 의해 지원을 받는 단체들과 같은 소비자 (Livability Ireland)

조직의 역량 개발 지원에 있어 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모티베이션NGO (190). (Motivation)

이라는 영국 는 말라위 모잠비크 루마니아 기타 저 중소득 국가에서 동료 그룹 교육과 강사 NGO , , , ·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최근에 마비된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숙련된 동료 상담가와 강사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91).

이러한 장애인 운동은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친목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심지어 파트너를 

만나는 데 있어 도움을 주었다 척수손상 이용자 조직과 네트워크는 값진 지침과 권익 (192, 193). 

옹호 스포츠 고용 주거 지원 등의 형태를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 , , 

수행하고 있다(박스 6.3 참조) 그러나 사지 마비 장애인을 상으로 프랑스에서 진행한 연구를 . 

보면 연구 응답자의 가 장애인도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반면에 그들 중 , 56%

단지 분의 만이 지역 사회에 속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장애인이 지역 3 1 (194). 

사회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더욱 배제되고 심한 증상들을 경험한 . 

사람들이 장애인 네트워크에 한 소속감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194). 



172 척수 손상의 국제적 관점

박스 6.2. 척수손상 이용자 조직 과 네트워크(Spinal cord injury comsumer organizations)

척수장애인을 위한 척수장애인의 이용자,  및 권익 옹호 조직은 동료 지원과 권익 옹호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척수손상 이용자 조직과 네트워크는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으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이들은 정치적 실천적인 노력 속에 연 를 통해 척수장애인의 삶의 상태 개선과 참여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이런 단체들은 스포츠 활동 종종 국제 경기에 참가할 남성 여성 엘리트 스포츠맨 양성의 관점에서 같은 단일 주제에 ( , )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퇴역 군인이나 아동 같은 구체적인 인구 통계학적 그룹 에 초점을 (demographic groups)
두기도 한다 이들은 교육 고용부터 주택 개조 동료 지원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주요 영역에서 척수장애인의 . , , 
요구를 맞추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척수장애인 조직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일 수도 있고 혹은 규모의 연  . 
조직이나 네트워크의 부분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저 중소득 국가 부분은 이런 구체적인 척수장애인 조직이 없을 . ·
수도 있으며 척수장애인의 이익이 복합 장애인 단체의 부분으로서 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척수장애인 . 
조직은 네팔과 우간다를 포함해 몇몇 저소득 국가에서도 설립되었다.

어떤 국가에서는 과거에 환자와 관련된 지역의 작은 계획들이 지원과 적절한 주거에 한 개인 요구의 결과로 발, 전

되었으며 이런 계획이 통합되어 주거 돌봄 서비스 고용 사회적 서비스 상담을 제공하는 호주 척수장애인 협회, , , , 
와 같은 국가적 네트워크 단체 탄생으로 이어졌다 호주 척수장애인 협회는 (Spinal Cord Injuries Australia: SCIA) . 

또한 권익 옹호 담당 부서를 두고 통합 증진 활동 정부 위원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법률 개정안 등을 제출하는 , 
로비 활동 예 농어촌 지역에 건강 서비스와 의료 전문가 지원에 관한 법률적 지원 요청 정책 검토 과정에서의 의견 ( : ), 
개진 활동 예 장애 지원 연금을 위한 노동 손상 평가표 검토 등을 하고 있다 호주 척수장애인 협회는 과거에는 ( : ) (186). 
택시 승차 시 차별에 한 불만 사례와 같은 개인 청원 사건을 지원하였다(187).

지역적 네트워크는 변화를 이행하는 데 있어 경험과 성공의 요인을 공유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전국 단위의 , 
조직 수립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유럽 척수 손상 연맹 은 . (European Spinal Cord Injury Federation: Escif)

년 창설되었고 유럽 전역에 걸쳐 개국의 척수장애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맹의 역할은 정보 공유 연례 2006 , 26 . , 
총회 개최 척수손상 등록 시스템과 같은 주제에 해 연구 진행 특별한 척수손상 관리 방법 및 재활에 한 정보를 , , 
제공하는 것이다(188).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국내적 지역적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면서 유럽 척수손상 연맹과 아시아 척수 네트워크, 
의 이용자 네트워크 주도로 년 세계 척수손상 이용자 네트워크(ASCoN) 2012 (Global Spinal Cord Injury Consumer 

가 창립되었다 이 단체의 목적은 기존 척수손상 이용자 그룹을 하나로 Global Spinal Cord Injury Consumer) (189) . 
모으고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국가와 지역에 새로운 이용자 그룹을 만들고 자신들의 활동을 확 하기 위한 것이었, , 다. 
세계 척수손상 이용자 네트워크의 주요 활동과 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역 정보 채널의 정식화 예 웹사이트 뉴스 업데이트( : , )
∙지역 이니셔티브 지원과 홍보를 위해 단체와 주요 인사 연결

∙세계 네트워크의 활동을 위한 자금 마련 및 기타 지원 제공

∙전 세계에 걸쳐 활동하는 척수장애인 사 임명’ (ambassador)’ 
∙다른 국가와 지역의 척수손상 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척수장애인 자원봉사단 조직

∙척수손상 세계 이용자 네트워크 회의 개최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연 체나 조직으로서 이용자 네트워크 정식화

신체 활동과 스포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상당한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새로운 친분 관계 형성 경험의 , , 

공유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구축 전반적인 신체 기능 향상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 (195, 196). 

스포츠 활동의 참여는 지역 사회로의 재통합을 지원하고 가족 관계를 향상시킴으로써 세상과의 

접촉을 복구시키는 방법으로 알려져 왔다(19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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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6.3. 스리랑카의 동료 지원

스리랑카의 척수손상 협회 는 척수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동료 그룹 (Spinal Injuries Association: SIA)
교육을 포함해 많은 유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매달 정기적으로 협회 회원들은 최근 척수손상을 당한 사람들을 . 
만나기 위해 종합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협회 회원들은 롤 모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척수손상을 당한 사람. , 들이 

초기의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정보를 제공하며 척수손상 후에도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 , 
가능성을 몸소 보여 주고 있다 사례 보고서는 이런 동료 상담이 희망을 포기하고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삶의 . 
중단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의 사례에서도 언급되겠지만 이런 . ,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동료 상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채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델로 , 
작용하게 될 것이다.

나는 년 월 교통사고를 당했고 흉수 번 아래 부위로 척수손상을 입었다 종합 병원에서 개월 동안 손상 치료 “ 1980 9 4 . 3
이후에 당시에 유일한 척수장애인 재활 병원이었던 라가마 재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는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이 , . 
콘돔형 카테터를 임시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았고 이후에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유치 도뇨관을 포기하고 콘돔형 , 
카테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배변 활동을 위해서는 변기에 앉아 변이 잘 나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엉덩이에 . . 
난 작은 상처도 골칫거리였다. 

내 삶은 년에 바뀌었다 영국의 모티베이션 이란 단체가 재활 병원의 간호사에게 척수손상 환자 1998 . (Motivation)
관리법을 교육시키고 휠체어 생산 워크숍을 시작하기 위해 스리랑카에 사무실을 열었다 이 단체는 또한 동료 그룹 .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나는 이 교육에 참석했다 척수손상 욕창 예방법 좋은 휠체어 쿠션 , . , , 
사용의 중요성 장 관리 방광 관리 피부 관리 성적 능력 휠체어 이용 기술 휠체어 관리 기타 주제에 한 수업을 , , , , , , , 
포함해 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5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 관리를 위한 수지 자극법과 손을 이용한 배변 방법을 배웠다 과거에는 장운동과 관련된 . 
불확실성 때문에 여행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 교육에 참가한 후 사용하던 휠체어 쿠션을 교체했으며. , , 
이를 통해 욕창을 예방할 수 있었다 다른 척수장애인이 시행한 교육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동료 교육 이후에 나의 . . , 
일상생활 활동은 한결 수월해졌으며 편한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내나 국외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후 , . 
스리랑카 척수손상 협회는 동료 그룹 훈련을 계속해서 했고 교육을 수료한 척수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모습을 , 
보는 것은 무척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시릴 스리랑카, 

메타 분석에 따르면 긍정적인 친목 관계가 신체적 활동과 주관적 웰빙 사이에 중간 또는 작은 크기, 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크리에이션 및 신체적 활동에의 참여 를 통해 사회적 (200). (201)

상호 작용의 확 와 같은 심리적 생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문헌 고찰을 통해 밝혀졌다, .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척수장애인이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보다 신체적 자립 이동성 고용 사회 , , , 

통합에 있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음을 보여 주는 미국의 연구 사례가 있다 특히 팀 스포츠에 . , 

참여한 경우에 심리적인 이익이 더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일 연구에 따르면 스포(202). , 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높은 고용률과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03). 

치료사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스포츠 활동 참여에 동기 부여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 또(204). 한 

척수장애인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광범위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에 저가의 (205-207). 0

농구와 테니스용 휠체어가 개발 도상국에서 보급되기 시작했다(208).



174 척수 손상의 국제적 관점

결론과 제안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질을 일반적으로 높게 평가

한다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의 존엄성 자부심 자신감 희망 기쁨 등의 감정은 척수장애인(20, 147). , , , , 

에게 성공적인 삶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가족과 친구들로부(37, 90). 터 

제공되는 지원의 정도 및 형태와 관련되어 있다.

척수장애인과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한 부정적 태도에 처하기 위한 개입은 장애인 권리 협약 조8

에서 명시된 것처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특히 보건 의료 전문가와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은 존중. , 과 

존엄성을 갖고 척수장애인과 다른 장애인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만 한다.

재활 기간과 이후 지역 사회에서 사는 동안 제공되는 적절한 서비스는 척수장애인의 적응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적절한 정보와 심리적 지원은 특히 중요하다 보조에 한 요구가 주로 친. . 척

들에 의해서 충족되는 상황에서 가정 관리 단기 보호 활동 보조 지원의 제공은 척수장애인과 그 가족, , 을 

보다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스포츠 문화 정신적 활동의 참여는 자신감을 높이고 웰빙 행복 을 . , , ( )

증진시킬 수 있다.

다음의 제안을 통해 구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본다.

▶ 지원 제공

척수장애 아동과 성인이 긍정적인 자부심을 갖고 적응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성적 능력 정보를 포함한 재활 치료 구성과 광범위한 지역 사회에서 상담 및 정보에 한 접근 기회를 제공

한다.

• 동료 네트워크와 자조 조직 개발을 지원한다.

• 사람들이 스포츠 종교 문화 정치 레저 활동의 기회뿐만 아니라 교육과 고용에 해 접근할 수 있도록 , , , , 

도와준다.

척수장애인의 가족과 돌봄 제공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한다.

•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에 한 상담 정보 조언, , 

• 자조 그룹의 발전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유사한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기회를 제공

• 장애로 인해 영향을 받은 커플에게 친 한 관계 형성에 한 정보와 조언을 포함한 결혼 관련 안내 상담, , 

기타 개입 방법

• 이분척추증과 척수장애 아동의 형제자매를 위한 성인으로의 이행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한 감정적, , 

사회적 지원

•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이분척추증과 척수장애 아동의 가족을 위한 단기 보호와 기타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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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보조 서비스 개발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동 보조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

• 이용자 주도의 돌봄 제도 지지 속에서 지역 사회 돌봄 계약 방식과 평가 절차를 개발한다.

• 활동 보조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시스템을 개발한다, .

• 척수장애인과 다른 장애인의 활동 보조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활동 보조 서비스 . , 

이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조직을 양성한다.

▶ 태도 변화

전문가 기타 주요 서비스 제공자 일반 중의 장애인에 한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 , 

다음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제공한다. 

• 교사 의사 의료 분야와 연관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부 과정 커리큘럼에 장애 관련 인권 문제를 반드시 , , 

포함시킨다.

• 교통 사회 주택 서비스와 같이 고객 관리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인력에게 장애 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 .

• 장애인에 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학교와 미디어 등을 이용한 중 인식 개선 정보 교육 프로, , , 

그램을 지지 지원한다, . 

▶ 연구 독려

다음 주제에 한 연구 장려를 통해 개입에 한 근거 기반을 넓힌다.

• 장애에 한 부정적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법

• 이용자 주도 관리 계획의 비용 효율적 측면과 이용자 만족도

• 척수손상 적응 지원을 위한 심리학적 개입 방법의 효과

• 긍정적인 자부심 배양과 관계 형성을 위한 척수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스포츠 사회적 미디어 자조 그룹과 , , 

같은 개입 방식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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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척수손상과 할 수 있게 하는 환경 



병원과 몇몇 재활 시설에서 수개월을 보낸 후 지역 사회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다 첫째“ , . , 
층 건물의 층에 위치한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계단을 이용할 수 없고 그 5 3 . ,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사회의 건물 구조 때문에 많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 .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접근 가능한 장소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다 내가 총격을 당했을 때 차를 . , 
잃어버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많은 운전사들이 휠체어 장애인을 승차시켜 주려 하지 않았다. . 
이런 지역에서 법을 집행하려면 정부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로버트 우간다( , )

병원에 대한 접근은 또 다른 문제였다 대형 병원은 대부분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지만 치과 안과와 같은 소규모 “ . , , 
의원의 접근성은 좋지가 않았다 어떤 의원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층 층에 위치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 2 , 3 . 
상황에서 가끔은 내 휠체어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는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 , .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의 화장실도 대개는 휠체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아마도 접근성이 부족한 화장실은 . . 
다음과 같은 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척수손상 환자가 많지도 않은데 왜 쓸데없이 공간을 낭비해야. ‘  
하지?’”

알렉시스 인도( , )

일을 보기 위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외출할 때 나는 택시나 대중교통 시스템 혹은 고속 열차를 이용하곤 한다“ , , , . 
그러나 이런 교통수단은 장애인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이용 요금이 비싸다 리프트를 장착한 공영 버스는 소수에 . 
불과하고 이마저도 일주일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응급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 , 
공영 버스 교통편에 의존하던 사람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계단이 없는 노선버스 정류장은 소수에 . , 
불과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출퇴근을 위해서 대부분 택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요금은 매우 비싼 편이다. , , .”

이 고한 대만( , )

집에서 외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보도는 평평하지 않고 관리 상태도 아주 좋지 않다 이동할 때는 항상 “ . .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의 대중교통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심지어 도움을 . , 
받아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나는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사회에 참여할 . . 
수 있겠는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카인과 마리화나를 복용하고 있으며 기타를 치고 있다? . .”

디에고 아르헨티나( , )

지진 발생으로 원래 살던 집이 완전히 파손됐기 때문에 이후에 집을 다시 지었다 그러나 나와 가족은 어떻게 “ . 
해야 내가 움직이기 편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다 내가 움직이기 쉽도록 화장실과 . 
주방을 에서 개조해 주었다 개조 이전에는 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혼자서 목욕을 할 수도 있다NGO . , . 
휠체어에 앉아서 요리도 할 수 있다 내가 집 안에 있는 경우 모든 것이 편리하고 큰 문제가 없다. , .”

첸 중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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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환경은 척수장애인 참여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접근성은 장애인 권리 협약 조 일반 원칙에서 언급한 크로스커팅 원칙 중 하나이며3 (cross-cutting) , 

동 협약 조에서는 건물과 교통을 포함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접근성은 9 (1). 

지역 사회에서의 자립 생활과 조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한 권리로 강조되고 있다(19 ), . 

한편 접근성 보장의 실패는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주택 교통. , , 

공공 편의 시설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물리적 환경과 교통은 척수장애인의 접근성을 가로막는 주요한 환경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2-6). 

참여와 관련해 이러한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한 근거는 여전히 빈약하다 접근성 조치는 척수(7).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다 집 안의 휠체어 접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그러나 만약 그 접근성이 현관에서 끝나게 된다면 장애인은 지역 사회에서 돌아다닐 수도 교통. , , 을 

이용할 수도 교육 고용 기타 사회적 서비스에 참여할 수도 없을 것이고 환경은 여전히 장애물로 남, , , , 게 

된다 접근성 보장 전략은 비용과 인적 자원에 좌우되지만 점진적인 향상은 항상 가능하다 장애인 . , (8). 

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점진적 실현 의 개념에 따라 완전한 접근성 보장을 향한 개선의 증거를 ‘ ’

제시해야 한다 척수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의 보장은 또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 

만들 수 있다.

척수장애인에 대한 장애물

지역 사회 재통합은 척수장애인이 환경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정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섹션에서는 . 

환경적 장애물에 해 차근차근히 살펴볼 것이다 먼저 척수손상을 당한 사람이 재활 이후에 돌아가게 . 

되는 주택에서부터 시작해 다음에는 지역 사회 참여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 교통을 확인해 보고, 마지막

으로 교육권과 노동권 충족에 필요한 학교와 직장 같은 공공건물의 접근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주택

주택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성인 척수장애인의 경우 만약 계단 협소한 화장(9-11). , , 실, 

접근 불가능한 주방과 같이 자신의 주거 공간이 장애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우면 재활 병원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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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장애인은 자신의 집에 갇힌 수용자 가 되고 말 것이다(12-14). , ‘ ’ (15). 

주택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자가 병원에 어쩔 수 없이 머무르는 

경우에 종종 베드 블로킹 라고 불리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bed-blocking)’ .(16, 17).

주택 접근성 보장에 관한 요구는 장애인이 당면한 세계적인 문제이며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상당, 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특히 척수손상과 같이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문제이다 남아. 

프리카공화국의 연구 사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비장애인 거주 주택보다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거의 가족과 함께 사는 (18). ,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저소득 국가에 걸쳐서 이동과 다른 기능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심지어 주택 소유(19, 20). 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주택 개조를 위한 비용 지원이 여의치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진행, (21). , 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주택 지원과 주택 개조 비용 지원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약 명의 이르는 영국 휠체어 이용자의 주택에 한 요구도 충족되지 못한 (22-24). 78,000

것으로 추정된다(25). 

만약 척수장애인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고 친척과 함께 사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에 사회 , 

주택 이 하나의 안이 될 수도 있다 유럽에서 사회 주택의 공급 범위는 (social housing) (26, 27). 

전체 주택의 미만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부터 네덜란드 까지 나타난다 일반적으2% ( , , ) 35%( ) (28). 로 

사회 주택에 한 수요는 공급보다 휠씬 높은 편이다 심지어 사회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26). , 

접근성이 보장된 주택은 매우 드문 편이다 엘살바도르 인도 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 , , 

위한 사회 주택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여전히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접근 가능한 사회 주택을 종종 비장애인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19, 20). . 

영국에서는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표준 주택의 만이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세 에 배정22%

되었다(25).

▶ 교통

교통 접근성은 집 외부에서 진행되는 교육 고용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부분이다, , . 

중교통은 종종 척수장애인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경사로 리프트 안전 고정 벨트가 없는 (6, 29). , , 

경우도 있고 관리가 부실하거나 안전하지 않고 교통 종사원이 접근성 관련 내용을 교육받지 , (30), 

않은 경우도 있다 노선버스나 철도 교통수단의 경우 원하는 목적지에서 버스나 열차 정류장이 (31). , 

가깝지 않을 수도 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택시같이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운행되는 (30). 

중교통 시스템은 사용 며칠 전에 예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용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편이, 다

운전 제어 장치 개조 비용과 차량의 개조 비용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높지만 만약 충분한 (30). , 

자원 재정과 기술 이 있다면 민간 차량도 안이 될 수 있다 척수장애인의 항공 여행을 위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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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과 비행기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내 화장실은 종종 접근이 불가능하고 어떤 . ,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의 항공 여행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32).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의 기저에는 시스템의 실패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트래블 체인. , ‘ (travel 

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은 즉 여행의 한 부분이 접근 불가능한 경우 휠체어 이용자가 자신chain)’ ( , ), 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심지어 법에서 세 하게 중교통에 한 접근성 (33). 

보장을 명시하고 있을지라도 특히 개발 도상국 같은 경우에 법을 집행할 충분한 수단이 부족해서 , 

법 실행이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법으로 택시 회사가 새로운 밴 차량을 구매할 때 (34).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요구한다면 택시 회사는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고 밴 차량을 구매, 

할 수도 있다 보조 교통수단 과 특별 교통 서비스에 이용되는 접근 가능한 택시와 (35). (paratransit)

미니버스의 구매 비용이 높기 때문에 교통 서비스를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 어, 려울 

수도 있다(35-37). 

▶ 공공건물

공공건물에 한 접근성 미확보는 척수장애인의 참여를 방해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38, 39). , 

휠체어 이용자의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접근성의 주요 개 분야는 주차장 공공건물에 한 5 , 

진입로 경사로 현관 화장실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연구 자료를 통, , , (40, 41). , 

해서 장애인용 화장실을 완벽하게 갖춘 병원은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척수장애인이 쉽게 10% (42). 

열기에는 종종 문이 너무 무거운 경우도 있고 목발을 짚고 보행이 가능한 척수장애인에게 필요한 , 

난간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보행로가 울퉁불퉁하거나 자갈로 되어 있거나 보행로의 폭이 너무 , , 

좁거나 경사가 너무 급하거나 커브 컷 보행로와 차도 사이에 연석 신 경사로를 설치, , (curb cut: 

하거나 도로와 평평하게 만들어 휠체어 등이 이동하기 쉽게 만드는 것 역자 주 이 부족한 경우) , –
휠체어 이용자의 공공건물 접근을 제한하는 원인이 된다 안전하지 않은 도로 건널목 도로(43-45). , , 

보행로는 휠체어 이용자와 차량의 충돌 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46-48).

접근성 문제와 관련된 처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년  이후에 . 1980

건축된 건물의 경우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율이 매우 높아서 어떤 도시에서는 를 97%

보여 주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터키 아랍에미리트 짐바브웨 같은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절반 (49). , ,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매우 느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0-52). 

나이지리아의 이바단 같은 지역은 공공건물의 휠체어 접근성이 미만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18% 고, 

태국 방콕에서는 휠체어 이용자의 완벽한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 상업 건물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 ·

조사되었다(54).

교통 관련해서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법 정책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 ,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개국은 공공건물과 교통에 관련된 접근성 36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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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러한 법이나 기준은 의무 규정이 아니었으며 강제적인 이행 시스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국을 상으로 한 유엔의 조사에서는 거의 절반의 국가가 공공건물에(55). 114 ,  

한 접근성 정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분의 나라에서 접근성을 홍보하는 공공 교육 ,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정책 이행과 관련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혹은 이런 정책을 집행 모니터, , 링

하기 위한 공공 기관이 없었다 전 영역에 걸쳐서 접근성 향상을 가로막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1). , .

• 규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체계 와 접근성 기준의 부재( )

• 강제적인 이행 시스템의 미비

• 접근성에 초점을 맞춘 재정 자원과 공공 조달 정책 미비

• 제도적인 제약 기관 상호 간 공공 민간 간의 협력 부족 혹은 미숙한 계획 역량( , - ) 

• 모든 차원에서 접근성의 필요성과 혜택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부족

•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이용자 참여의 부재

장애물에 대한 대처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중에게 개방된 혹은 제공되는 물리적 환경 교통 기타 시설과 , , 

서비스에 이용에 있어서 척수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거의 모든 장애물은 극복할 수가 있다. 

게다가 이를 위해 혁신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우수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다, , .

▶ 크로스커팅 대책(Cross-cutting) 

다음에 설명하는 책들은 주택 교통 공공건물의 환경적 영역에 걸쳐 관련된 내용이다, , .

유니버설 디자인 채택은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뿐만 아니라 건물 교통 지역 사회 이동에 어려움을 , , 

겪고 있는 노인 부모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 (14, 33).

접근성 기준 개발은 척수장애인을 포함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 장애인 권리 . 

협약은 당사국이 공공 편의 시설에 한 최소한의 기준 이행 내용을 마련 공표 모니터링할 것을 , , 

요구하고 있다 이 내용에는 커브 컷 안전한 도로 횡단로 접근 가능한 진입로와 같은 건물에 (1). , , 

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 특히 화장실에 한 접근도 포함되어야 한다 비록 주요한 장애, . 물을 

제거하는 것이 휠체어 이용자에게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라도 완전한 접근성 보장, 

이라는 목표는 항상 주지하여야 한다 국내적 국제적인 세부 기준은 이미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 , 

되어 있으며 예 이 기준이 저 중소득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 (41, 56)), · . , 

우간다에서는 우간다 장애인 협회 가 여성(National Union of the Disabled Persons of Uganda) , 

노동 사회 개발부 와 협력하여 접근성 , (Ministry of Gender, Labour and Social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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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만들었다 기준은 기술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예 휠체(57). ( : 어 

디자인 비만 출현율의 증가, ).

접근성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미국에서 자발적 기준은 년에 법으로 만들어졌으나 곧이어  , 1961 ,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년에 의무 기준으로 체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년이 지난 1968 (58). 10 후, 

개인이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건물에 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러. 한 

조치는 년의 미국 장애인법 의 조항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1990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다. 

현재 지방 자치 단체와 기업들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건축물을 계획할 때, 

접근성을 반영하고 있다 강제적인 이행은 이런 기준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책임 기관이나 기. 타 

담당자 가 필요하다(focal point) .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접근성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다른 장애인 

그룹과 더불어 척수장애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장애인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준 개발 접근성  , 

실사, 준수 여부 파악 예 접근성 모니터링 홍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 (59)), , . , 캐나다 

장애인 협회(Council of Canadians with Disabilities)는 거의 년 동안 도시와 지방에서 접근성 30

기준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건물 내의 휠체어 이용에 필요한 공간 문제의 자문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남미에서는 멕시코의 (61). , 리브레 액세소(Libre Acceso)와 브라질의 자립 생활 센터와 같은 

장애인 단체들이 교통 접근성 캠페인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고 접근성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공표 , 

과정에 참여하고 이의 활용을 홍보하는 활동을 해 왔다 일본과 미국의 장애인들은 평가와 , (62). 

협의 과정에서 의견 개진을 해 오며 접근성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63).

장애인이 당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해 이해 당사자를 교육시켜야 한다. 공공 영역에서 접근성의  

인식과 지식은 중요하다 장애 인식 개선 훈련과 장애 평등 훈련은 태도를 바꾸고 해당 시설을 이용. 

하는 장애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과 해결책에 . 

한 기본 기술 정보도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건축가 공학자 계획 . , , 

입안자 양성을 위한 학과 현장 훈련 프로그램에 유니버설 디자인과 접근성의 원칙 실행 내용을 , 

기본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년 말레이시아 (60). , 2008 장애인법(People with 

Disabilities Act)이 제정된 이후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학이 연구를 장려하고 접근성 해결책을 , , 

확산시키고 중 인식 개선을 위해 배리어 프리 건축 코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콜롬, ‘ ’ . 

비아의 국립 학은 환경과 교통수단 구축을 위한 접근성 매뉴얼을 준비했다(19).

대중에 시설과 서비스를 공개 혹은 제공하는 민간 부분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만 한다. 주택 건설 및 가구와 관련된 영리 기업은 자신들의 디자인과 개발 과정에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반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정책 개발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 

되어야 한다(6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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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향상과 관련해 효과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 

가정에서부터 지역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

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우리는 물리적 환경의 제약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장애인. , 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비록 (6, 7, 66- 69). 

어느 정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을지라도 가장 시급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우선적인 분야는 현재 , 

구축된 환경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그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도구와 관련된 부분이다 접근 불가능한 정도를 측정(3, 68, 70-74). , 

평가하는 것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근거에 기반한 해결책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근거는 . 

또한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들 때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 , . 

▶ 주택

주택 관련 장애물에 한 해결책에는 기존 주택의 개조 사회 주택 포함 와 접근성이 보장된 새로운 ( )

주택 신축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척수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주택 개조는 광범위한 사회적 혜택을 가져온다. 주택 개조는 척수장애인 이 

병원과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 환경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주택 개조. , 는 

돌봄 제공자의 긴장 완화 사고 예방 전반적인 건강과 신체 기능 향상 사회적인 고립 방지에도 , , ,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능 촉진을 위한 주택 환경 개조는 범위가 다양하며 시간을 두고 (14, 75-78). 

변화될 수 있다 기본적인 주택 개조의 특징으로는 경사로 마찰력이 약한 바닥 표면 높이가 낮은 . , , 

작업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조금 더 비용이 드는 개조에는 계단 승강기나 엘리베이터 인터폰 기타 . , , 

통제 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한 평가가 (77). 

주택의 기능을 극 화시키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주택이라는 문화적 개념에 부합(79). 

하고 시설 스타일 의 설계를 피하는 것이 항상 민감한 부분이다‘ ’ (24). 

기존 주거 시설에 대한 개조가 비용 효율적이다. 스웨덴의 척수장애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택에 접근성이 보장되면 최  까지 요양원으로 가는 장애인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30%

밝혀졌다 그리고 같은 결과가 영국에서도 나타났다 영국 전역에 걸쳐서 장애인 시설 보(80). (81). , ‘

조금 을 자가 거주자 집주인 임 인에게 주택 개조 비용으로 제공하면 개인이 다른 형태의 주거 ’ , , , 

시설로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훨씬 경제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 (82). , 

모기지 주택 공사 가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거주 재활(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거주지 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집주인과 임 인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83). 

접근 가능한 주택 장려를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 학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주택 개조 시에 필요한 공간과 기타 세부 내용에 한 정보를 건축가가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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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릿과 웹사이트를 마련했다 인도 정부도 가 협력하여 (84). WHO 지역 사회 중심 재활 WHO 

가이드라인(CBR guideline)을 바탕으로 척수손상 이후 관리와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가이드(85) 

라인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인도 지역 사회 중심 재활 프로그램은 적은 비용으. 로 

주택을 개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 및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장애인 단체 민간 부분 영리 및 비영리 의 협력이 주택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 ) . 

년 이후로 케냐의 국가 협동 주택 위원회 는 접근 1997 , (National Cooperative Housing Union)

가능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확인하고 기술 지원과 자금 출을 지원할 , 

수 있도록 정부 장애인 단체 민간 부분의 연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년 인도양 지진과 , , (86). 2004

쓰나미 이후 스리랑카의 재건 과정은 다양한 분야가 협력했을 때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접근 , , 

가능한 주택 보급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 준 하나의 사례였다(박스 7.1 참조).

박스 7.1. 스리랑카 년 인도양 지진과 쓰나미 이후 회복 과정: 2004

년 인도양 쓰나미로 스리랑카에서는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재난 이후 재건은 2004 . 
보다 통합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스리랑카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은 . 
집 주위는 말할 것도 없고 종종 집 안에서조차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 

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규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생활에도 영향을 , 
미치게 된다 스리랑카에는 장애에 한 신뢰할 만한 통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수십 년에 걸친 내전으로 장애를 . , 
경험한 사람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쓰나미 이후에 지역의 장애인 단체는 국제적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파괴되었던 한 마을을 시범 통합 마을로 재, 건하는 

계획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장애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건축가와 작업 치료사를 고용했다 스리랑카에는 접근성에 . . 
한 국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유럽의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유럽의 도시적, . , 

그리고 유럽식 시각에 너무 맞추어져서 스리랑카에 그 로 반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세 내용에 따라 간소하지만 적용 가능한 채의 주택과 접근 가능한 지역 사회 , 55
센터가 완성되었다 필요에 따라 접근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모든 주택은 지상층. . 
에서 접근이 가능했고 출입구에는 최소한 필요한 넓이를 모든 방에는 휠체어의 최소 회전 반경 공간을 적용했다, , . 
각각의 주택 측면에는 지상층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과 세면실 공간을 내부에 함께 설치했다 요청이 있는 경우 난간. , 과 

샤워용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변기 시설도 제공하였다 스위치 난간 수도꼭지 등은 이용자가 닿을 수 있는 . , , 
범위 이내에 설치하였다. 

주택 건축 이전에 마을의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이들의 돌봄 제공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특히 화장실이 내부에 , , , 
있는 구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이런 시설들이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안심했다 스리랑카, . 
에서는 종종 이동에 제약이 없는 사람들이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을 방으로 변경하고 화장실은 외부에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경사로와 장애인용 화장실을 갖춘 지역 사회 센터는 보통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장애인 이동. , 이 

불편한 사람 돌봄 제공자들의 지역 사회 행사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통합 디자인은 문화적 경제적 상황을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한다, .
∙고소득 국가에서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저소득 국가 특히 농어촌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지역 조건에 맞는 알맞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설업자가 설계의 주요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으므로 건축 단계에서는 면 한 감독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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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가능한 신규 주택 건설 비용이 기존 주택 개조 비용보다 더 저렴하며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 

수 있다. 접근 가능한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와 지원 자금 통합 접근 가능한 주택  , 

시장 개발 인센티브 제공 기관 간의 업무 조율 정보 제공 차별 방지를 위한 공공 민간 부분의 , , , , -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정책을 통해 접근 가능한 신규 주택 비율을 (87, 88).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영국에서 고령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평생 주택(10, 89). ‘ (Lifetime 

사업은 최소의 추가 비용으로 이동의 편의가 요구되는 광범위한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Homes)’ 는 

거주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비지터빌러티 방문 가능성 라 불리는 주택 접근성 (90). ‘ (Visitability, )’ , 

개선을 위한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에 제한이 있을 .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는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 

턱이 없는 현관 폭이 넓은 출입구 화장실이 층에 있는 주택과 같은 의무적인 특징을 제시하고 , , 1

있다(91, 92). 

주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재정 메커니즘 대책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책에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민간 건축가에 한 세제 감면 저금리 출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건축, . , 가

에게 년 미국의 1988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과 유사한 법률에서 규정한 접근 가능한 주택 

건설을 장려할 수 있다 또한 년 제정된 미국의 주택법 을 통해 건물 건축 보수. 1959 (Housing Act) , , 

구매 비용 충당을 위해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국영 노르웨이 주택 은행. 

이 운영하는 라이프사이클 주택 프로그램(Norwegian Housing Bank) (Lifecycle Housing 

도 접근 가능한 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건축가에게 저금리의 출을 제공한다programme) . 

라이프사이클 주택을 수용한 가장 큰 시장은 접근성 문제를 고급 디자인에 접목시키고 건축가, , 

장애인 그룹 건설업자의 파트너십을 고취시킴으로써 완성되었다 년 월까지 오슬로, (80, 89). 2004 5 시

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호의 주택이 공급되었으며 이중 는 고령자에게 돌아갔고 260,873 , 85%

나머지 는 비고령자 장애인에게 돌아갔다 이후에 접근 가능한 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건축15% (93). 업자와 

접촉한 지역 사회 단체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 

위해 년 미국에서 장애 기회 펀드 가 만들어졌다2007 (Disability Opportunity Fund ) (88). 

구체적으로 주택에 접근 가‘ 능한 이란(accessible)’ 명칭을 부여하거나 디자인 상을 수여하는 방식 을 

통해 접근 가능한 주택 건설을 장려할 수 있다. 주택에 접근 가능한 이란 명칭을 부여하면 특별 ‘ ’ ‘ ’ 

주택에 거주한다는 편견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소비자의 수요도 자극할 수 있을 ,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지역 사회 주도 주택 프로젝트에서는 플렉스 . , , ‘

하우징 구조변경이 용이한 집 개념을 설계에 반영한 이후 시버드 아일랜드(flex housing, )’ , (Seabird 

지역 사회의 휠체어 접근 가능한 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플렉스 하우징 설계 주택은 Island) (94). 

접근성 개선을 위해 거주민이 손쉽게 방 사이의 연결 형태와 방 크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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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영국에서는 접근 가능한 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자와 건축가에게 내셔널 어워드를 

수여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 상을 수여하기도 한다(89).

사회 주택의 접근성 개선은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척수장애인에게 중요하다. 양질의 사회 주택  

혹은 보조 주택 제공을 위한 복잡한 펀딩 및 협력에 한 요구 조건은 심지어 부유한 나라에서도 

쉽지 않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 에 따라 지난 년 동안 유럽 각국에서는 (26, 27). (81) 20 (95-97) 사회 

주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많은 혁신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 덴마크에서는 협동조합 주택 회사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공용 공간을 연결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다 덴마크 정부는 건설 자금을 고 민간에서는 추가적인 장애인 시설 설치 비용을 제공하고 지방 . , , 

자치 단체에서는 관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가족을 위한 특별한 요구의 주택. ( , , ) ‘

이 덴마크의 신규 사회 주택 건설의 를 차지하고 있다(Special-needs housing)’ 50% (98).

•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시 주택 계획을 통해 민간 기업이 제공한 구 산업용 부지에 도시 설계자와 공동 작업, 

으로 지역 사회 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센터 보건소를 갖춘 접근 가능한 협동조합 주택 개발 사업을 설계, , , 

하고 완성했다(96).

• 네덜란드에서는 년 이후 건설된 모든 신규 민영 공공 주택에 해 국가 건축법에 규정된 적절한 주택 1997 , 

기준에 따른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 건축법에는 문지방 휠체어가 필요한 공간 문의 폭 전기 소켓 및 . , , , 

작업 공간의 높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의 수요와 정부의 공급 간의 격차는 정보 제공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사회 주택  

소유자의 접근성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런던 접근 가능한 주택 등록(London Accessible Housing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등록 시스템은 접근 가능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Register) (91). 

정보 창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휠체어 접근성 기준에 따라 , 

이용 가능한 사회 주택을 세분화함으로써 접근성의 기준을 마련했다(99). 

접근 가능한 주택 등록제는 또한 캐나다와 호주 일부 지역에서 지방 정부와 장애인 단체에 의해 

개발되었다 유사한 방법이 년 학살의 결과로 부상당한 민간 장애인과 퇴역 군인을 (100). 1994

위해 접근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르완다에서 성공적으로 개발

되었다(101).

주택 해결책 마련에서도 장애인을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 

하고 일반 혼합 주거 지역 안에 접근 가능한 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 교통

유용한 중교통은 장애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 촉매제 중 하나이다 교통 정책은 국가 (102). 

장애 전략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하며 한편으로 접근성은 국가 교통 계획의 한 부분이 되어야 , 

한다 교통에 한 접근은 장애인이 참여한 전담 기관의 모니터링 하에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가장 . 

잘 논의될 수 있다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시설의 개보수보.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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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구축할 때부터 접근성을 고민하는 것이다 단순히 구조적 경제적 부분뿐만 아니라 안(8). , 전과 

관련된 두려움 같은 심리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34, 36, 62, 103).

다양한 교통수단에 걸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 방안 을 다음에 소개한다( ) . 

노선버스 트램 지하철 철도 시스템, , , 

기존 공공 교통 시스템의 개보수는 기술적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 , (104). , 

공간 확보 보장 도로와 차량 사이의 높이 차이 해결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 제거 등이 이에 , , 

해당된다 저상 버스 자동 리프트 엘리베이터 경사로를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105, 106). ‘ ’, , , 

있다 전 세계 주요 도시 지하철의 접근성은 개선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캘거리 중국의 북경. (107), , ,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 같은 도시의 급행 운송 수단 시스템은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직원에 의존하는 접이형 경사로 이동형 리프트 같은 (104, 108-110). , 

임시방편적인 요소보다는 광범위한 이동 약자의 어려움에 처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적용하기 

위함이다(111). 

특별 교통수단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완벽한 접근성이 보장된 교통수단에 한 요구 는 고소득 저소득 (33, 112) , 

국가에서 운영 중인 준공공 교통 보조 교통수단 서비스와 같은 수요 응 정책으로 (paratransit, ) 

이어졌다 그러나 이런 특별 교통수단 은 소수를 위한 특별 조치 로 너무 비싸고(113, 114). , (STS) ‘ ’ , 

안전하지 못한 서비스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처하기 위해(35, 36). , 

스웨덴의 브룩슬리니엔 프로젝트가 년에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농어촌과 ‘ (Brukslinjen)’ 2001 . 

도시가 함께 힘을 모아 스쿨버스와 기타 정규 노선 교통수단을 포함한 기존의 공공 교통 시스템을 

유연한 노선의 특별 교통수단과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이다 브룩슬리니엔 프로젝트는 국가 전역. 

으로 확 되었다 스웨덴은 주로 택시를 특별 교통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다 기술적(35, 37). (35). 인 

해결책이 네덜란드의 레지오택시 칸 과 이탈리아 볼로냐시의 플리퍼(RegioTaxi KAN) (FLIPPER) 

이니셔티브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두 시스템은 차량 배차 센터에서 컴퓨터 예약 및 자동 차량 . 

위치 시스템을 이용하는 원격 제어 기반의 수요 응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 정보는 준공공 . 

교통 시스템을 공공 시스템 민간 택시 기타 서비스와 통합하는 노선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통해 , , 

운영된다 일회용 바우처를 가지고 개인이 목적지 여정을 신청하면 일련의 연동된 교통수단으로 . 

신청 내용이 전달된다(115).

택시 미니버스 사이클 릭샤 자전거를 개조한 인력거, , ( )

어떤 도시는 접근 가능한 민간 택시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의 택시 가운데 략 . , 75% (

가 접근 가능한 택시이다24,000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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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는 접근 가능한 택시 비용이나 네트워크 통합 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장애인을 위해 릭샤 인력거 미니버스 삼륜 택시 같은 . , ( ), , 

요금이 저렴한 교통수단을 저비용으로 개조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의자에서 몸을 옮길 수 있는(62).  

척수장애인의 경우 이와 같은 교통수단이 좋은 체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니, . 

버스 택시 모잠비크의 - , 차파 100(chapa 100s) 멕시코의 , 미크로스(micros)는 사이즈가 작고 어디

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까지 이동이 용이한 교통수단 이다(curb-to-curb) (62). 

공공 민간 협력-

교통 문제 해결책은 부분 공공 민간 협력에 달려 있다 공공 분야가 축소되거나 공영 중교통이 - . 

낙후되었을 때 시장 점유를 위해 경쟁하는 민간 택시 미니버스 다른 운송 서비스가 종종 그 빈 , , , 

곳을 메우게 된다 조지아 가나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교통에 한 사례 연구를 보면 일단 민간 . , , , 

서비스가 교통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공공 시스템 분야를 체하는 경향이 있고 그 후 시장에 , ,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접근성 규제에 저항하거나 접근성 요구 조건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강화된 소비자 운동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과 요하네스버(116). 그시

에서 통합 급행 운송 시스템 안에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을 성공적으로 (Integrated Rapid Transit) 

증가시켰다 마찬가지로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 급행 운송 프로젝트(111). (Rapid Transit 

는 공공 운송 네트워크와 민간 보조 교통 운영자를 완전히 통합시켰다 년  초Project) (113). 1970 반, 

브라질은 저상버스 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high-flow bus) , 

경제 위기로 인해 시가 공공 인프라에 재정을 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 . 

서비스의 품질을 낮추는 신에 노인과 장애인을 표하는 단체들의 시위에 자극을 받은 브라질의 

도시에서는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해 접근성을 완벽하게 갖춘 급행 버스를 선택했다- (117).

교육

이런 전략 중 어느 전략이라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고 사전 교육을 잘 받은 교통 , 

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버스의 안전 고정 장치는 만약 버스 기사가 이 장비의 사용법을 교육. 

받지 않는다면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택시 기사가 휠체어용 택시를 운행한다 해도 휠체어 . , 

승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휠체어 이용 승객을 피할 수도 있다 심지어 관리자와 정책 입안자들도 . 

접근성의 중요성과 저렴한 비용의 접근성 해결책에 해 충분히 조사를 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108).

민간 교통수단

고소득 국가의 척수장애인들에게는 민간이 운영하는 접근 가능한 차량이 생활의 자립성 공동체 , 

참여도 생활 만족감을 높여 줄 수 있다 개인의 이동에 관한 장애인 권리 협약 조는 , (118-1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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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높이기 위한 이동 보조 기기와 장비에 한 접근을 명시하고 교육과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 

강조하고 있다 차량으로 스스로 트랜스퍼 이동 할 수 있고 차량에 실을 수 있는 휠체어를 소유한 . ( )

장애인에게는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의 운전 제어 장치 개조 비용이 비교적 감당할 만한 , 

수준일 것이다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과 같은 나라의 일부 하지마비 장애인 에게는 . , , , (121)

오토바이 개조가 저렴하지만 인기 있는 해결책이다.

차량으로 스스로 옮겨 앉을 수 없고 특히 친구나 보조인이 운전을 신 해 주어야 하는 사지 , (30) 

마비 장애인 의 경우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차량은 보다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해결책이다(122)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기부금 같은 해결책을 제공하는 몇몇 나라에서는 보조 기기 기술 , 

정책에 있어 주목할 만한 혁신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개조된 차량 구매 (123-126). , 시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다.

▶ 공공건물

성공적으로 접근성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요소 하나라도 간과할 수 없는데 강력한 , 

리더십과 결부된 구속력 있는 법과 좋은 정책 여기에 더해 부분 간의 협력 올바른 접근성 기준의 , , 

점진적 현실화에 한 의지 등이 이에 속한다.

법률 규제 건축물 기준 정책과 같은 제도적 정치적 조치는 공공건물 공적 공간을 비롯해 쇼핑, , , , , 

센터 상점 식당 호텔과 같은 민간 시설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풀기 위해 필요하다, , , . 

게다가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지원도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 

것은 이러한 조치들이 강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접근성 관련 , . , 

법과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 자발적 준수만을 요구한다면 접근성 개선 노력은 최소한에 그치, , 게 

된다(19-21).

호주 캐나다 독일 인도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와 같이 접근성 관련 규정이 구제 조항을 가진 , , , , , , 

차별 금지 법안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나라에서는 접근성 미비를 이유로 개인이 제소한 구제 신청, 을 

통해 벌금이나 법원 명령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영국의 젊은 휠체어 이용자가 년 접근성을 보. 2007 장

하지 못한 한 주요 은행을 상 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비록 이런 승리도 중요(127). 

하지만 차별 금지 법안을 이용하는 경우 단점도 있다 일단 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필요, . 

하며 심지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어도 이런 승리가 항상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은 , , 

아니다 만약 차별 금지 법안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한 과도한 부담 이라는 변론이 인정되면. ‘ ’ , 

접근성은 인권의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바뀌어 더욱 논의가 어렵고 불명확해지게 된다.

때때로 강제적인 집행 전략 방법 은 부분적인 기준 준수와 같은 기 에 어긋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 도 

있다 예를 들어 쇼핑센터의 주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처럼 쉽고 가장 눈에 띄는 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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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만을 하고 건물 내부에는 변화된 내용이 전혀 없어서 휠체어 이용자가 건물 내부에 고립되는 ,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모든 접근성 개선은 물론 환영하지만 높은 비용을 초래하고 상징(128). , , 

적인 편의 제공에 그친다면 이는 배정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포괄적인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 

지지 못한다 접근성 문제의 해결책은 실질적이고 상 를 비하하지 않고 이용자 친화적이야 한다. , , . 

한 연구에서는 접근 가능한 엘리베이터 로 지정된 승강기가 모두 화물용 엘리베이터 어떤 승강기‘ ’ - 는 

쓰레기 운반용으로 사용 로 쓰이고 있었고 심지어 건물에 접근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 , 

다는 사실을 전했다 비록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지라도 보다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접근성에 (49). , 

한 조건을 영업 허가 취득 규정에 명시한 독일의 식당 카페 바 등록법, , (Act on Licences for 

Restaurants, Cafes and Bars)의 사례이다.

강제 규정 적용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유인책을 사용했던 몇몇 국가의 사례를 소개한다.

• 폴란드의 장애물 없는 바르샤바 캠페인은 가장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중심‘ (Warsaw without Barriers)’ 부 

접근성 관련 해결책을 제시한 경우 상을 수여했다.

• 불가리아의 접근 가능한 소피아시 지도 프로젝트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점과 ‘ (Map of Accessible Sofia)’ 

시설을 강조하고 광고도 진행하였다.

• 공공 접근성 개선에 관한 아일랜드 국가 장애인 전략 의 핵심 부분(Ireland’s National Disability Strategy) 은 

개발업자와 건축가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는 일이었다 이를 통해 시장 가치 향상 잠재적인 이용성 확. , , , 

보다 나은 이미지 홍보 이용 편리성과 안전 향상을 통해 그들의 투자에 한 좋은 성과를 돌려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56) (박스 7.2 참조).

•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에서는 년 제정된 , 2005 온타리오 장애인 접근성 법(Accessibility for Ontarians with 
Disabilities Act)의 규정에 처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 매니저 협회에서 법의 요구 조건을 준수하는 혁신

적인 방법의 예로 지방 자치 단체 접근성 툴키트 웹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 웹사이트는 건물과 공공장소의 ‘ ’ .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 확인에 있어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경쟁을 이끌어 냈다(129). 

공공 접근성 프로그램 성공의 주요 지표는 프로그램의 포괄성과 통합성의 정도이다. 

공공건물과 장소 중에게 개방된 민간 건물에 한 접근성 프로그램은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서 , 

완벽한 접근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완벽한 접근성을 즉각적으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 에 

초기에 중요한 접근성 향상이 지체시키는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이라‘ (all-or-nothing)’ 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략의 모든 구성 요소 기술적 가이드라인 전문적 지식과 전문성 법과 정책적 체계 중적 인, , , – 식, 

정치적인 의지 경제적 자원 는 전담 책임 기구의 관리 아래 하나의 접근성 프로그램으로 통합, –
되어야 한다 이 전략을 통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건축 도시 계획 설계 관련 . , ( , , , 

전문 직업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에서 접근성에 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1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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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7.2. 접근성 유지 보수 점검

외부

점검 사항: 
∙장애인 전용 주차장 완비

∙주차 차량과 다른 장애물에 방해받지 않는 경사로와 순환로

∙순환로와 건물에서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탈출로는 표면에 장애물이 없고 밝은 상태 유지

∙서비스나 수리를 받는 지역은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우회 도로도 필요한 경우 마련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 
표시를 해야 함.
∙길 표면은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자갈 모래 진흙 얼음 눈 이끼가 없어야 함, , , , , , .
∙플랫폼 리프트 의 배터리 전원은 항상 완충 상태 유지(platform lift)
∙비상 탈출용 보조 기기 배치

출입구

점검 사항:
∙경사로 윗부분의 회전 공간에 장애물이 없어야 함.
∙초인종 우편함 문손잡이 이용 시 장애물이 없어야 함, , .
∙문은 쉽게 열 수 있어야 하고 문을 닫을 경우 최소한의 힘으로 잠금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출입구 로비에 일시적인 혹은 영구적인 장애물이 없어야 함.

건물 내부 수평적 순환 동선

점검 사항:
∙도어 매트와 깔개는 완전히 고정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마감재를 처리하고 엎지를 경우에는 즉시 치우고 적절한 청소 세제와 광택제를 사용, , 
∙낡은 바닥 마감재는 교체

∙인공조명은 적절한 조도 유지

∙문은 쉽게 열 수 있어야 하고 문을 닫을 경우 최소한의 힘으로 잠금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문은 항상 잠금 상태 유지, 
∙ 기실과 다른 장소의 휠체어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함.
∙순환로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함 예 장비 상자 파일 박스 자판기 복사기 등( : , , , ). 
∙ 피 장소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함.
∙건물 내의 모든 장소에서 머리와 천장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바닥과 지면으로부터 센티, 220
미터 이내 공간에는 노출된 케이블이 없어야 함.
∙모든 승강기와 계단 이용 전후에 장애물의 방해가 없어야 함.

접근성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 재활 전문가 정치가, ( , , 

개발업자 공학자 건축가 계획가 등 기타 이해 당사자 사이에 공식적인 연결 고리도 있어야 , , , ), 

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비극 또한 접근성 재구축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도록 한다. 

년 파괴적인 지진 이후 같은 해에 진행된 뉴질랜드의 접근 가능한 크라이스트처치2011 , ‘ (Christchurch)’ 

프로젝트는 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하고 지진 재건 과정에서 생애 주기 디자인 기준 사용, (lifetime) 을 

보장하기 위해 년 월에 시작되었다 년 인도양 지진과 쓰나미 이후에 스리랑카의 주택2011 7 . 2004 , 은 

보다 접근 가능한 형태로 재건축되었다(박스 7.1 참조) 심지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정부도 아이. 티

에서 했던 것처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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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제안

척수장애인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삶의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거, , , 나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광범위한 장애물이 존재하며 부분의 척수장애인은 매일의 일상생. , 활 

참여 과정에서 이러한 장애물을 적어도 몇 번은 경험한다 향상된 접근성은 척수장애인의 일(3, 6). 상

생활을 상당히 개선시킨다 접근성 향상은 또한 노인 유모차를 끄는 부모 영구적 혹은 잠재적으. , , ( 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위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즉 접근성 향상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

효과적인 집행과 결합된 적절한 접근성 관련 정책과 법은 접근성 문화 를 창조하는 데 있어 중요하‘ ’ 다. 

다음의 제안 사항은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강조한 것이다.

▶ 크로스커팅 제안(Cross-cutting) 

• 척수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건물 교통 시스템 주택 디자인 시 개념적 접근 방법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 , 

채택하고 모든 차원에서 접근성 인식 개선을 장려한다.

• 지역의 문화 배경 요구에 상응하는 지역적으로 적절한 접근성 기준을 개발한다 이후에 접근성을 주택, , , . , 

환경 구축 교통 시스템 설계와 허가의 기준에 포함시키고 보편적 접근 기준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 , 성 

법률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정책 제품 서비스 디자인과 개발 이용자 요구의 평가 진행 과정의 모니터링을 포함한 접근성 향상 노력에 , , , ,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기타 장애 관련 단체를 직접적으로 참여시킨다.

•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 때 기본적인 장애물 처부터 시작해서 기준과 목표를 천천히 높이면서 접근성과 , 

관련된 환경의 점진적인 개선을 달성한다 병원 정부 사무실 학교와 같이 중요한 공공건물부터 개선 노력. , , 을 

시작한다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 . , 

연구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일련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척수장애인과 다른 장애인에 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 서비. 스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접근성 제공과 장애인 이용자와 고객을 존경심과 감수성을 가지고 할 수 있

도록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주택

• 비용 효율적이며 실현 가능성 있는 주택 개조 보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과 세제 인센티브를 , , 

제공하여 비용 부담을 덜어 준다. 

• 접근 가능한 주택의 수를 늘리기 위해 공공 민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척수장애인 단체 지방 자치 단체- . , , 

주택 협동조합 기타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켜 접근 가능한 주택 설계와 건축을 위해 개발자와 함께 업무를 , 

진행하도록 한다.

• 척수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주택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주택 등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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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교통

• 공공 교통 시스템의 접근성 향상을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만들고 이동의 요구 , 

사항과 기타 접근의 요구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 책임 있는 기관의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 포장도로와 도로 교차로 그리고 버스 트램 열차 다른 차량에 한 접근을 포함해 트래블 체인, , , , , (travel 

의 전 부분에 걸쳐서 지속적인 접근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한다chain) . 

▶ 공공건물과 공간

• 중 인식 개선과 더불어 법률적 규제 벌금 사전 허가 조건의 모든 조합을 통해 신규 혹은 개조된 공공건, , 물과 

공간의 확실한 접근성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지역적으로 결정한 우선순위의 공공건물과 시설에 해 이동 경로 의 최  확보를 목표로 (circulation path)

한다.

• 심사 과정을 수립하고 접근성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행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을 지정한다.

▶ 참고 문헌

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va, United Nations, 2006 
(http://www2.ohchr.org/english/law/disabilities-convention.htm, accessed 9 May 2012).

2. Fougeyrollas P. Documenting environmental factors for preventing the handicap creation process: 
Quebec contributions relating to ICIDH and socia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functional difference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1995, 17:145-153. doi: http://dx.doi.org/10.3109/09638289509166709 PMID: 
7787197

3. Gray DB et al. A subjective measure of environmental facilitators and barriers for people with mobility 
limitation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008, 30:434-457. doi: http://dx.doi.org/10.1080/09638280701625377 
PMID:17943511

4. Mortenson WB, Noreau L, Miller WC. The relationship between and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after 
spinal cord injury at 3 and 15 months after discharge. Spinal Cord, 2010, 48:73-79. doi: 
http://dx.doi.org/10.1038/sc.2009.92 PMID:19636329

5. Noreau L, Fougeyrollas P, Boschen KA. The perceived influence of the environment on social 
participation among individuals with spinal cord injury. Topics in Spinal Cord Injury Rehabilitation, 
2002, 7:56-72. doi: http://dx.doi.org/10.1310/1UGA-EY2T-N6XP-1PHE

6. Whiteneck G et al.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ir role in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after 
spinal cord injur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2004, 85:1793-1803. doi: 
http://dx.doi.org/10.1016/j.apmr.2004.04.024 PMID:15520974

7. Reinhardt JD, Post MWM. Measurement and evidence of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spinal cord injury: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Topics in Spinal Cord Injury Rehabilitation, 
2010, 15:26-48. doi: http://dx.doi.org/10.1310/sci1504-26

8. WHO. World report on disability.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9. Dovey K. Home and homelessness. In: Altman I, Wener CM, eds. Home environments,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NY, Plenum, 1985:33 63.−

10. Heywood F. The health outcomes of housing adaptations. Disability & Society, 2004, 19:129-143. doi: 



척수손상과 할 수 있게 하는 환경 7. 209

http://dx.doi.org/10.1080/0968759042000181767

11. Rauh VA, Landrigan PJ, Claudio L. Housing and health intersection of poverty and environmental 
exposure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2008, 1136:276-288. doi: 
http://dx.doi.org/10.1196/annals.1425.032 PMID:18579887

12. Mann WC et al.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homes of elders with disabilities. The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Research, 1994, 14:191-211.

13. Stark S. Creating disability in the home: the role of environmental barriers in the United States. 
Disability & Society, 2001, 16:37-49. doi: http://dx.doi.org/10.1080/713662037

14. Steinfeld E, Shea SM. Enabling home environments: identifying barriers to independence. Technology 
and Disability, 1993, 2:69-79.

15. Toran K. Accessible housing database and manual. Berkeley, CA, World Institute on Disability, 2000 
(http://www.wid.org/publications/accessible-housing-database-and-manual, accessed 28 March 
2012).

16. Forrest G, Gombas G. Wheelchair-accessible housing: its role in cost containment in spinal cord 
injur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1995, 76:450-452. doi: http://dx.doi.org/ 
10.1016/S0003-9993(95)80576-1 PMID:7741616

17. Moore W. NHS and local government try to stop introduction of “bed blocking” fines. British Medical 
Journal, 2003, 326:184. doi: http://dx.doi.org/10.1136/bmj.326.7382.184/g PMID:12549436

18. Eide AH, Benedicte I. Living condition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Eide AH et al., eds. Disability and poverty: a global challenge. University of Bristol, The Policy Press, 
2011, 55 70.−

19. IDRM. Regional report of the Americas. Chicago, IL, International Disability Rights Monitor, 2004 
(http://idrmnet.org/pdfs/IDRM_Americas_2004.pdf, accessed 27 March 2012).

20. IDRM. Regional report of Asia. Chicago, IL, International Disability Rights Monitor, 2005 
(http://idrmnet.org/pdfs/CIR_IDRM_Asia_05.pdf, accessed 27 March 2012).

21. IDRM. Regional report of Europe. Chicago, IL, International Disability Rights Monitor, 2007 
(http://idrmnet.org/pdfs/IDRM_Europe_2007.pdf, accessed 20 April 2012).

22. Beresford R, Rhodes D. Housing and disabled children.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08.

23. Imrie R. The role of the building regulations in achieving housing qu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 Design, 2004, 31:419-437. doi: http://dx.doi.org/10.1068/b3056

24. Milner J, Madigan R. Regulation and innovation: rethinking inclusive housing design. Housing 
Studies, 2004, 19:727-744. doi: http://dx.doi.org/10.1080/0267303042000249170

25. Habinteg. Mind the step. London, Habinteg Housing Association, 2010.

26. Jacobs K et al. What future for public housing? A critical analysis. Hobart,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Southern Research Centre, 2010.

27. Hills J. Ends and means: the future roles of social housing in England. London, ESRC Research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07 



210 척수 손상의 국제적 관점

(CASE report 34).

28. Scanlon K, Whitehead C, eds. Social housing in Europe II: a review of policies and outcomes.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08.

29. Wehman P et al. Removing transportation barriers for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ies: an ongoing 
challenge to community reintegration.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999, 13:21-30.

30. Scheer J et al. Access barrie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nsumer’s perspective.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2003, 13:221-230. doi: http://dx.doi.org/10.1177/104420730301300404

31. Wee J, Paterson M. Exploring how factors impact the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y: constructing a model through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port, 2009, 14:165-200.

32. United Spinal Association. Accessible air travel: a guid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ast Elmhurst, 
NY, United Spinal Association, 2012. (http://www.unitedspinal.org/disability-publications-resources/ 
disability-publications/, accessed 26 March 2012).

33. Iwarsson S, Jensen G, Stahl A. Travel chain enabler: development of a pilot instrument for 
assessment of urban public bus transport accessibility. Technology and Disability, 2000, 12:3-12.

34. Roberts P, Babinard J. Transport strategy to improve accessib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5.

35. IRTU. Economic aspects of taxi accessibility. Paris/Geneva, 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International Road Transport Union, 2001.

36. Stahl A. The provision of transportation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in Sweden. Lund, 
Institutionen for Trafikteknik/Lunds Tekniska Hogskola, 1995.

37. Wretstrand A et al. Injuries in special transport services situations and risk levels involving –
wheelchair users. Medical Engineering & Physics, 2009, 32:248-253. doi: http://dx.doi.org/10.1016/ 
j.medengphy.2009.07.022 PMID:19720552

38. Sapey B, Stewart J, Donaldson G. Increases in wheelchair use and perceptions of disablement. 
Disability & Society, 2005, 20:489-505. doi: http://dx.doi.org/10.1080/09687590500156162

39. Barf HA et al. Restrictions in social participation of young adults with spina bifida.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009, 31:921-927. doi: http://dx.doi.org/10.1080/09638280802358282 PMID:19116807

40. Ahn HC et al. Architectural barrier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business in an urban community. 
The Journal of Burn Care & Rehabilitation, 1994, 15:175-179. doi: http://dx.doi.org/10.1097/00004630- 
199403000-00014

41. United States Access Board. 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 (UFA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Access Board, 2007 (http://www.access-board.gov/ufas/ufas-html/ufas.htm, accessed 
27 March 2012).

42. Schneider M, Couper J, Swartz L. Assessment of accessibility of health facilitie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Matieland, Stellenbosch University, 2010.

43. Allotey P et al. The DALY, context and the determinants of the severity of disease: an exploratory 
comparison of paraplegia in Australia and Cameroon. Social Science & Medicine, 2003, 57:949-958. 
doi: http://dx.doi.org/10.1016/S0277-9536(02)00463-X PMID:12850119



척수손상과 할 수 있게 하는 환경 7. 211

44. Rimmer JH et al. Accessibility of health clubs for people with mobility disabilities and visual 
impairm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5, 95:2022-2028. doi: http://dx.doi.org/10.2105/ 
AJPH.2004.051870 PMID:16254234

45. Williams R et al.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mobility disabilities. Selected results 
of the National Survey of Recreation and the Environment.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2004, 22:85-101.

46. Xiang H et al. Risk of vehicle pedestrian and vehicle bicyclist collisions among children with – –
disabilitie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2006, 38:1064-1070. doi: http://dx.doi.org/10.1016/ 
j.aap.2006.04.010 PMID:16797463

47. Tight MR, Carsten OMJ, Sherborne D. Problems for vulnerable road users in Great Britain. Working 
Paper 292. Leeds, Institute for Transport Studies, University of Leeds, 1989.

48. Williams K, Savill T, Wheeler A. Review of the road safety of disabled children and adults. TRL 
Report TRL559. Wokingham, Transport Research Laboratory, 2002.

49. Martin LM. Wheelchair accessibility of public buildings in Utica, New York.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987, 41:217-221. doi: http://dx.doi.org/10.5014/ajot.41.4.217 PMID:3688133

50. Rivano-Fischer D. Wheelchair accessibility of public buildings in Al Ain, United Arab Emirates (UAE).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004, 26:1150-1157. doi: http://dx.doi.org/10.1080/096382804100017214843 
PMID:15371028

51. Scelza WM et al. Perceived barriers to exercise in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y.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2005, 84:576-583. doi: http://dx.doi.org/10.1097/01.phm. 
0000171172.96290.67 PMID:16034226

52. Welage N, Liu KPY. Wheelchair accessibility of public buildings: a review of the literature.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Assistive Technology, 2011, 6:1-9. doi: http://dx.doi.org/10.3109/17483107.2010. 
522680 PMID:20958181

53. Hamzat TK, Dada OO. Wheelchair accessibility of public buildings in Ibadan, Nigeria. Asia Pacific 
Disability Rehabilitation Journal, 2005, 16:115-124.

54. Waenlor W et 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the commercial districts of Bangkok are they −
adequate? The Southeast Asian Journal of Tropical Medicine and Public Health, 2002, 33 Suppl. 
3:164-165. PMID:12971501

55. UNESCAP. Disability at a glance 2009: a profile of 36 countries and areas in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2009.

56. NDA. Building for everyone: inclusion, access and use. Dublin,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2002 
(http://www.nda.ie/cntmgmtnew. nsf/0/EBD4FB92816E8BB480256C830060F761/$File/Building_for_ 
Everyone.pdf, accessed 28 March 2012).

57. UNAPD. Uganda National Action on Physical Disability. Accessibility standards. A practical guide to 
create a barrier-free physical environment in Uganda. Kampala, National Action on Physical 
Disability/Ministry of Gender, Labour and Social Development, 2010 (http://www.danskhandicapforbund.dk/ 
index.php/download_file/-/view/835/, accessed April 11, 2012).



212 척수 손상의 국제적 관점

58. USA. National Commission on Architectural Barriers. Design for all Americans. A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Architectural Barriers to Rehabilitation of the Handicapped.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http://www.eric.ed.gov/PDFS/ED026786.pdf, accessed 28 
March 2012).

59. Newman SD. Evidence-based advocacy using Photovoice to identify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community participation after spinal cord injury. Rehabilitation Nursing, 2010, 35:47-59. doi: 
http://dx.doi.org/10.1002/j.2048-7940.2010. tb00031.x PMID:20306612

60. World Bank. People with disabilities in India: from commitments to outcome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DIAEXTN/Resources/295583-1171456325808/ 
DISABILITYREPORTFINALNOV2007.pdf?bcsi_scan_C7A381BA8BD8A412=0&bcsi_scan_filename=DISA
BILITYREPORTFINALNOV2007.pdf accessed 28 April 2012).

61. Council of Canadians with Disabilities. Celebrating our accomplishments. Winnipeg, Council of 
Canadians with Disabilities, 2011. (http://www.ccdonline.ca/media/socialpolicy/booklet2011/celebrating-our- 
accomplishments.pdf?bcsi_scan_C7A381BA8BD8A412=0&bcsi_scan_filename=celebrating-our-accom
plishments.pdf, accessed 28 March 2012).

62. Venter C et al. Enhanced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in urban area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2002. (http://digitalcommons.ilr.cornell.edu/cgi/viewcontent.cgi?article=1258&context= 
gladnetcollect&seiredir=1&referer=http%3A%2F%2Fwww.google.ch%2Furl%3Fsa%3Dt%26rct%3Dj%2
6q%3Dpr%252Fint%252F248%252F02%26source%3Dweb%26cd%3D1%26sqi%3D2%26ved%3D0CCMQ
FjAA%26url%3Dhttp%253A%252F%252Fdigitalcommons.ilr.cornell.edu%252Fcgi%252Fviewcontent.cgi
%253Farticle%253D1258%2526context%253Dgladnetcollect%26ei%3DXeOHT6LtGI-xhAeY49DSCQ%26u
sg%3DAFQjCNH_Z84ektdtheC2GJkOEpCIOWz__g%26sig2%3DJm3pxr0kB7v7fNPOxCNYFg&bcsi_scan_
97961A1EAF8C426F=8OF3I6CqR1a6YeGeQbpDFIMfwCxTAAAANYbiDQ==&bcsi_scan_filename=viewcont
ent.cgi, accessed 13 April 2012).

63. Kunieda M, Roberts P. Inclusive access and mob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7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TSR/Resources/07-0297.pdf, accessed 28 March 
2012).

64. Clarke-Scott MA, Nowlan S, Gutman G. Progressive housing design and home technologies in 
Canada. In: Preiser WFE, Ostroff E, eds. Universal design handbook. New York, NY, McGraw Hill, 
2001, 36.1 36.20.–

65. Raheja G. Enabling environments for the mobility impaired in the rural areas. Roorkee,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2008.

66. Imrie R, Kumar M. Focusing on disability and access in the built environment. Disability & Society, 
1998, 13:357-374. doi: http://dx.doi.org/10.1080/09687599826687

67. Noreau L, Boschen K. Intersection of particip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 complex interactive 
proces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2010, 91 Suppl:S44-S53. doi: http://dx.doi.org/ 
10.1016/j.apmr.2009.10.037 PMID:20801279

68. Reinhardt JD et al. Measuring impa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human functioning and disability: 
a review of various scientific approache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011, 33:2151 2165 (E-pub −
7 May 2011).



척수손상과 할 수 있게 하는 환경 7. 213

69. Whiteneck G, Dijkers MP. Difficult to measure construct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concerning particip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2009, 90 Suppl:S22-S35. doi: http://dx.doi.org/10.1016/j.apmr.2009.06.009 PMID:19892071

70. Fange A, Iwarsson S. Physical housing environment: Development of a self-assessment instrument.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999, 66:250-260. PMID:10641377

71. Fange A, Iwarsson S. Accessibility and usability in housing: construct validity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003, 25:1316-1325. PMID:14617438

72. Green RJ. An introductory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a universal mobility index 
(UMI) to quantify, compare, and longitudinally track equity of access across the built environment.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2011, 21:219-229. doi: http://dx.doi.org/10.1177/1044207310384998

73. Stark S et al. Development of a measure of receptivity of the physical environment.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007, 29:123-137. doi: http://dx.doi.org/10.1080/09638280600731631 PMID:17364763

74. Stark SL et al. The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community health environment checklist.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2008, 89:2218-2219. doi: http://dx.doi.org/10.1016/j.apmr.2008.04. 
020 PMID:18996253

75. Heywood F. Money well spent: the effectiveness and value of housing adaptations, Bristol, The Policy 
Press, 2001.

76. Olsen RV, Ehrenkrantz E, Hutchings B. Creating supporting environments for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caregivers through home modifications. Technology and Disability, 1993, 2:47-57.

77. Stark S. Home modifications that enable occupational performance. In: Letts L, Rigby P, Stewart 
D, eds. Using environments to enable occupational performance. Thorofare, NJ, Slack, 2003.

78. Tually S, Beer A, Mcloughlin P. Housing assistance, social inclusion and people living with a 
disability. AHURI Final Report 178. Melbourne,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Southern Research Centre, 2011.

79. Fange A, Iwarsson S. Changes in accessibility and usability in housing: an exploration of the housing 
adaptation process.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2005, 12:44-59. doi: http://dx.doi.org/10.1002/oti.14 
PMID:15962699

80. Ratzka A. A brief survey of studies on costs and benefits of non-handicapping environments. 
Pres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Accessibility in Rio de Janeiro, Brazil, June 1994. 
Stockholm, Independent Living Institute, 1994 (http://www.independentliving.org/cib/cibrio94access.html, 
accessed 28 March 2012).

81. Lansley P et al. Adapting the homes of older people: a case study of costs and savings. Building 
Research and Inform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2004, 32:468 483. – doi:10.1080/0961321042000269429 doi: http://dx.doi.org/10.1080/0961321042000269429

82. Jones C. Review of housing adaptations including disabled facilities grants Wales– . Cardiff, Welsh 
Assembly Government, 2005 (http://new.wales.gov.uk/dsjlg/research/houseadaptreview/reviewe.pdf?lang=en, 
accessed 27 March 2012).

83. CMHC/SCHL. Homeowner residential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gram. Homeowner RRAP. Ottawa, 



214 척수 손상의 국제적 관점

Canadian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http://www.cmhc-schl.gc.ca/en/co/prfinas/prfinas_001.cfm, 
accessed 28 March 2012).

84. Tremblay KR, Birdsong C. Home adaptations for disabled persons. Fact sheet No. 9.529. Fort 
Collins, CO, Colorado State University, 2011 (http://www.ext.colostate.edu/pubs/consumer/09529.pdf, 
accessed 11 April 2012).

85. WHO.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 guidelin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86. Cities Alliance. The enabling environment for housing finance in Kenya. Civis: Shelter Finance for 
the Poor Series, 2003, issue 4. Washington, DC, Cities Alliance, 2003 (http://www.citiesalliance.org/ 
ca/sites/citiesalliance.org/files/Kenya+CIVIS+April03(1).pdf, accessed 27 March 2012).

87. Parker S, Fisher KR. Facilitators and barriers in Australian disability housing support policies: using 
a human rights framework.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2010, 30:3-4.

88. Hammerman CD, Bennett S. The disability housing market: opportunity for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as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urns 20. Community Development Investment Review, 
2009, 5:88 96 (http://www.frbsf.org/publications/community/review/vol5_issue3/hammerman_bennett.pdf,−  
accessed 27 March 2012).

89. Scotts M, Saville-Smith K, James B. International trends in accessible hous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selected review of policies and programmes in Europe, North America, United 
Kingdom, Japan and Australia. Wellington, Centre for Research, Evaluation and Social Assessment, 
2007 (http://www.chranz.co.nz/pdfs/working-paper-2.pdf, accessed 11 April 2012).

90. Brewerton J, Darton D, eds. Designing lifetime homes.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1997.

91. Mayor of London. London Accessible Housing Register: a good practice guide for social housing 
landlords. London, Mayor of London, 2011 (http://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LAHR%20Good% 
20practice%20guide%202011.pdf, accessed 28 March 2012).

92. Truesdale S, Steinfeld E. Visit-ability: an approach to universal design in housing. Buffalo, NY, Center 
for Inclusive Design and Environmental Access, 2002.

93. Schwartz AF. Housing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 introduction. New York, NY, Routledge, 2006.

94. Doble A, Sieniuc R. Integration and innovation: the Seabird Island project. ArchitectureBC.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British Columbia, 2003, Issue 10, 13 20.–

95. European Commission. 2010: A Europe accessible for all. ETCAATS, e-learning for accessible 
tourism, 2003 (http://www.etcaats.eu/?i=etcaats.en.etcaatslibrary.852, accessed 6 March 2012).

96. CECODHAS. Housing organisations creating social capital. Exchange (published by CECODHAS 
Housing Europe The European Federation of Public, Cooperative & Social Housing, Brussels), –
Spring 2009 (http://www.housingeurope.eu/www.housingeurope.eu/uploads/file_/exch%20spring_09en.pdf 
accessed 11 April 2012).

97. Randall B. Breaking down the barriers: social hous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urope. 
Brussels, European Liaison Committee for Social Housing, 2010.

98. Whitehead C, Scanlon K. Social housing in Europe.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07 
(http://vbn.aau.dk/ files/13671493/SocialHousingInEurope.pdf, accessed 4 January 2012).



척수손상과 할 수 있게 하는 환경 7. 215

99. SELHP. Wheelchair homes design guidelines. Guidelines to achieve the necessary standards for 
wheelchair users’ dwellings. London, South East London Housing Partnership, 2008 
(http://www.selondonhousing.org/Documents/080530%20WC%20guide%20May%2008.pdf, accessed 28 
March 2012).

100. South Australia. Housing options for people with a disability. Adelaide,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http://www.sa.gov.au/subject/Community+Support/Disability/Adults+with+disability/Housing+ 
and+home+assistance/Housing+options+for+people+with+a+disability, accessed 28 March 2012).

101. Rwanda. Rwanda demobilization program builds homes for disabled ex-combatants (News release). 
Kigali, World Bank, 2009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COUNTRIES/AFRICAEXT/0, 
contentMDK:22275330~pagePK:146736~piPK:226340~theSitePK:258644,00.html, accessed 28 March 
2012).

102. Leonardi M et al. Integrating research into policy planning: MHADIE policy recommendation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010, 32 Suppl 1:S139-S147. doi: http://dx.doi.org/10.3109/09638288. 
2010.520807 PMID:20874663

103. Wretstrand A et al. Older people and local public transit: mobility effects of accessibility 
improvements in Sweden. Journal of Transport and Land Use, 2010, 2:49-65.

104. Steinfeld E. Universal design in mass transportation. In: Preiser WFE, Ostroff E, eds. Universal 
design handbook. New York, NY, McGraw Hill, 2001:24.1 24.25.–

105. Daamen W, De Boer E, De Kloe R. Assessing the gap between transport vehicles and platforms 
as a barrier for the disabled: use of laboratory experiment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2008, 
2072:131-138. doi: http://dx.doi.org/10.3141/2072-14

106. Dejeammes M. Overview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for accessible transport systems and 
mobility in Europe. Paper delivered at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ity and Transport 
for Elderly and Disabled Persons (TRANSED), Hong Kong, 2 4 June 2010 (http://www.sortclearinghouse.info/−  
cgi/viewcontent.cgi?article=1647&context=research accessed 28 March 2012).

107. Sage Traveling web site. Disabled travel to Europe. (http://www.sagetraveling.com accessed 2013).

108. Rickert T. Bus rapid transit accessibility guideline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7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DISABILITY/Resources/280658-1172672474385/BusRapidEngRic
kert.pdf, accessed 20 April 2012).

109. Wright L. Planning guide: bus rapid transit. Eschborn, Deutsche Gesellschaft fur Technische 
Zusammenarbeit, 2004 (http://ecoplan.org/library/clinton/brt-planning%20guide-gtz.pdf, accessed 
28 March 2012).

110. Imrie R. Disability and the c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London, Paul Chapman Publishing, 1996.

111. Walters J. Overview of public transport policy developments in South Africa.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2008, 22:98-108. doi: http://dx.doi.org/10.1016/j.retrec.2008.05.023

112. Maynard A. Can measuring the benefits of accessible transport enable a seamless journey? Journal 
of Transport and Land Use, 2009, 2:21-30.

113. Schalekamp H et al. An international review of paratransit regulation and integration experiences. 



216 척수 손상의 국제적 관점

Lessons for public transport system rationalisation and improvement in African cities. Rondebosch, 
African Centre of Excellence for Studies in Public and Non-motorised Transport (ACET), 2010 
(http://www.fut.se/download/18.1166db0f120540fe049800010991/Mfinanga++international+review.pdf, 
accessed 28 March 2012).

114. Stahl A. Adaptation of the whole travel chain benefits and attitudes. – Paper presented at the 23rd 
PTRC European Transport Forum, Coventry, United Kingdom, 1996.

115. International ITS. FLIPPER: improving the provision of flexible transport services. 2009 (http://www. 
itsinternational.com/sections/transmart/features/flipper-improving-the-provision-of-flexible-transport-
services/?locale=en, accessed 11 April 2012).

116. Finn B. Market role and regulation of extensive urban minibus services as large bus service 
capacity is restored: case studies from Ghana, Georgia and Kazakhstan.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2008, 22:118-125. doi: http://dx.doi.org/10.1016/j.retrec.2008.05.012

117. Lindau LA et al. Alternative financing for bus rapid transit (BRT): the case of Porto Alegre, Brazil.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2008, 22:54-60. doi: http://dx.doi.org/10.1016/j.retrec. 
2008.05.018

118. Peters B. Driving performance and workload assessment of drivers with tetraplegia: an adaptation 
evaluation framework.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2001, 38:215-224. 
PMID:11392654

119. Biering-Sørensen F, Hansen RB, Biering-Sørensen J. Mobility aids and transport possibilities 10−
45 years after spinal cord injury. Spinal Cord, 2004, 42:699-706. doi: http://dx.doi.org/10.1038/ 
sj.sc.3101649 PMID:15289807

120. Chan SC, Chan AP. User satisfaction, community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Chinese 
wheelchair users with spinal cord injury: a preliminary study.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2007, 14:123-143. doi: http://dx.doi.org/10.1002/oti.228 PMID:17624872

121. Kohrman M. Motorcycles for the disabled: mobility, modern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experience 
in urban China. Culture, Medicine and Psychiatry, 1999, 23:133-155. doi: http://dx.doi.org/10.1023/ 
A:1005455815637 PMID:10388946

122. Kiyono Y et al. Car-driving ability of people with tetraplegia.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2001, 82:1389-1392. doi: http://dx.doi.org/10.1053/apmr.2001.26089 PMID:11588742

123. Wallace JF. A policy analysis of the assistive technology alternative financing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2003, 14:74-81. doi: http://dx.doi.org/10.1177/10442073030140020301

124. Dalto M. Maryland’s assistive technology loan program: successful outreach and partnerships.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2003, 14:91-94. doi: http://dx.doi.org/10.1177/10442073030140020601

125. Motability Operations. Your guide to getting a Motability car: Car Info Guide April 2011. London, 
Motability Operations, 2011 (http://www.motabilitycarscheme.co.uk/documents/PDFs/Car%20Scheme/ 
Your%20guide%20to%20getting%20a%20 Motability%20car.pdf, accessed 28 March 2012).

126. Hammond M. The Utah Assistive Technology Foundation: program features and initiatives.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2003, 14:95-97. doi: http://dx.doi.org/10.1177/10442073030140020701



척수손상과 할 수 있게 하는 환경 7. 217

127.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Plc v Allen, 2009, EWCA Civ 1213. England and Wales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Decisions (http://www.bailii.org/ew/cases/EWCA/Civ/2009/1213.html, accessed 
20 April 2012).

128. McClain L. Shopping center wheelchair accessibility: ongoing advocacy to implement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Public Health Nursing (Boston, Mass.), 2000, 17:178-186. doi: 
http://dx.doi.org/10.1046/j.1525-1446.2000.00178.x PMID:10840287

129. AMCTO. Ontario municipal accessibility toolkit. Mississauga, Association of Municipal Managers, 
Clerks and Treasurers of Ontario, 2010 (http://www.accessiblemunicipalities.ca/home.asp, accessed 
27 March 2012).

130. Iezzoni LI, Ronan LJ. Disability legacy of the Haitian earthquak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10, 
152:812-814. PMID:20231547





Education and employment

8. 교육과 고용 



내 능력을 알고 있던 학교 선생님 친구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나를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학교 아이들은 “ , , . 
내가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놀려댔다 여하튼 그 아이들도 내가 꽤 재치 있게 대응했을 때 놀려대는 . 
것을 그만두었다 정말로 변했으면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이다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표시하거나 . , .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그냥 비장애인처럼 대해 주었으면 한다.”

키린가와 뉴질랜드( , )

강사와 행정 직원들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종종 이해하지 “
못한다 그들은 왜 대략 명의 학생들이 명의 장애 학생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300 1 . 
게다가 나의 비장애 동급생들도 정당한 편의 제공을 불공정한 특혜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는 대학에서 , . ( ) 
장애 담당 직원 을 채용했다 결과적으로 행정 직원 강사 학생 모두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Disability Officer) . , , , 
법률에 따라서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

리젤레 남아프리카공화국( , )

내가 아팠을 때 가정에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휠체어 때문에 내 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 , . 
다 가게 주인은 항상 내가 해고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었다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가게의 총괄 . . , 
책임자가 되었다 제품을 관리하고 제품 생산자를 응대하고 종업원과 가게 수입을 관리했다 일을 통해서 나는 . , , . 
행복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집을 떠나서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일은 손상으로 , , , . 
인한 근심을 떨쳐버리는 데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호세 아르헨티나( , )

년 전 세 나이에 발병한 척추 결핵으로 나는 하지마비가 되었다 발병 첫해에는 낙심하고 몹시 우울했다“6 30 . .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께 이끌려 강제로 이웃을 방문하게 . , 
되었다 침대에 누워서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는 이웃을 보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을 . , 
되돌아보게 되었고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온전한 두 팔과 두 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에 , . 
나는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하기 시작했고 장애인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지금은 집에서 작은 전파상을 . 
운영하며 한 달에 밧을 벌고 있다 이 돈이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3,000 . .”

본펭 태국( , )

장애를 받아들이고 스포츠를 통해 나 자신을 증명한 순간 삶의 새로운 문이 열렸다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중요했“ , . 
다 나는 고용 서비스를 통해 상당한 지원을 받았으며 이 서비스 덕택에 국영 기업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 . 
곧이어 나는 더 성취하기를 원했고 다른 직업을 찾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 . , 
많은 경험을 쌓았다 운이 좋게도 나는 장애가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 , . 
몇 년이 지나서 관리 책임자로 승진하게 되었다.”

자네즈 슬로베니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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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단순히 배움의 과정이 아닌 사회의 활발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것이다 고용은 단순히 , .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소속을 의미한다 척수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과 고용. 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유엔 . 장애인 권리 협약 조는 정부가 모든 차원에서 통합 교육 시스템 에  24 (1) ‘ ’
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교육의 촉진을 위해 정당한 편의와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 협약 조는 모든 형태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직업 훈련과 자. 27 , 가 

고용 기회에 한 접근을 장려하고 작업장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

교육은 다음의 사람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 참여를 위한 과정이다. 

• 이분척추증을 가지고 태어나 초등 교육부터 학교 교육 그 이상의 모든 교육 단계에 걸쳐 참여를 해야 하는 , 

아동

• 중도 척수손상 이후에 학교나 학교를 마치고자 하는 젊은 청년

• 안적 새로운 경력을 찾기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기술을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중도 성인 척수장애인( ) 

일반 교육 시스템으로의 통합은 어느 정도 환경적인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젊은 사람의 경우 . 

학교로 돌아가거나 높은 단계의 고등 교육을 받는 과정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낮은 자존감과 자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과 기타 사전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직업을 찾고 유지하며 손상 이전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척수장애인에게는 큰 도전, 

이다 그러나 직업 재활과 상담 및 사전 준비를 통해 적절한 보조 기기 기술의 제공을 통해 고용주 . , , 

측에서 작업장 개선과 편의 제공을 통해 척수장애인도 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은 단순히 . 

경제적 안정의 근원으로서 중요한 것만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의 기반과 사회적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 고 

목적의식과 자존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척수장애인의 교육과 고용에서의 완전한 참여는 장애인의 상태에 한 잘못된 인식을 떨쳐내는 데 달려 

있다 교사 학교 행정 직원 동급생들이 척수손상에 해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지식은 척수장애 . , , , 아동과 

청년의 다음 단계로의 변화와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고용과 관련된 상황에서 척수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가정은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장애인, 의 

취업을 막게 될 것이고 설사 취업을 했더라도 동료 직원들의 존중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종, . 종 

척수손상과 관련된 오해에 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척수장애인을 동급생 동료 직원으로 경험하며 옆, , 

에서 배우거나 함께 일을 하는 것이다.

8 교육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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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과 교육의 참여

장애 아동은 일반적으로 취학률이 낮으며 흔히 학교에 계속 남아 있거나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는 , 

비율이 낮은 편이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모든 차원에서 장애인의 교육 접근이 제한적이며 청년 (2). , (3), 

장애인의 고등 교육에 한 접근은 거의 없는 편이다 말라위 나미비아 짐바브웨 잠비아의 가구 (4-6). , , ,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세 이상 비장애 아동은 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반면에 장애 아동들은 , 5 9-18%

가 단 한 번도 학교에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의 연구는 학교에 가지 24-39% (7-10). 

않는 비율이 무려 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45% (11%).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교육 자원이 일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척수장애 아동을 비롯해 다른 유형, 의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지속적인 재정 부족은 만성적인 교육 인력 부족 의료(12). , 

적 지원 부재 장비와 시설 부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의 사례는 고등 교육에 , (13). , 

한 장애물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장애물은 이용 가능한 중고등학교 시설의 부족. 

부터 물리적 접근성 미확보 중고등 교육 기관의 상급 학교 진학 서비스 미비 편견과 같은 태도적인 , , 

장벽 일반적으로 가난한 장애 학생들의 배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장애를 지닌 모든 , (4). 

아동을 교육에 참여시키려는 저 중소득 국가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엄청나겠지만 특히 장애 학생· , 

들과 그들의 부모들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하는 것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14).

비록 장애 아동과 청년의 교육 참여와 관련한 이용 가능한 근거 사례들이 있지만 척수손상에 한 , 

정보를 세분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따금씩 상황에 한 파악이 필요한 . 

경우 정형외과적 장애 혹은 신체장애 에 한 데이터에서 내용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었다 손상과 ‘ ’ ‘ ’ . 

재활 이후 부분의 척수손상 장애 아동은 학교로 돌아가며 이 경우 분명한 서비스 요구가 발생한다, (15).

척수손상 발생률이  후반과  초반에서 높기 때문에 장 참조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의 10 20 (2 ), 

복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교육을 시작하는 소아 연령 의 그룹은 거의 예외적으로 이분척추증 (16). 

장애 아동 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척추증 장애 아동은 척수 손상 이후 학교로 돌아가는 장애 (17) . 

아동과 구별되는 특별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늦은 나이에 발생하는 외상성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 , 

결과로 손상 연령의 분포가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나이가 많은 성인 척수장애(16, 18, 19), 

인도 학교로 복귀하거나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훈련을 통해 사고 이전에 , 

가졌던 직무가 아닌 다른 종류의 직무를 맡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코호트보다 이분척추증 아동에 해서는 비교적 좀 더 알려진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분척추증 . , 

아동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문제가 결부된 복잡한 교육적 요구를 , ,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두증을 동반하는 이분척추증은 주의력과 집중력 문제를 포함해 적어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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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상을 가진 아동의 분의 에서는 인식 기능의 제약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이용 가능한 경우3 1 , 에, 

특별한 교육 자원을 필요로 한다 최근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분척추증을 가진 젊(17, 21, 22). , 은 

청년의 우울증과 불안이 부실한 교육 수행 결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23). 

불구하고 미국에서 진행한 이분척추증 아동에 한 종단 연구는 거의 절반의 아동이 성공적으로 고등 , 

교육 과정까지 진학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이분척추증 아동을 목표로 한 (24). 

재정 지원이 증가한 기간에 학교 중퇴율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례를 뒷받침하고 있다(25).

부분의 척수장애 아동과 성인에게 중고등학교 혹은 상급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한 몇몇 샘플 연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애 유형의 학생이나 비장애 (26-29), 

학생과 비교해 척수장애 아동의 학교생활 경험이 전반적으로 성공인지 실패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신뢰

할 만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영국의 질적 연구는 학교로 돌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이 과정이 정신적. 

으로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학교로의 복귀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30). 

진행하는 경우 부분 성공적이며 되도록이면 아동이 병원에서 재활 과정에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 

좋다 모든 학생들이 동의하는 점은 학교 복귀에 있어서 주된 문제점은 물리적인 접근성 확보 부분과 . , 

체육과 수학여행을 포함한 모든 학교 활동의 완벽한 참여를 위한 장애 학생들의 요구 수용 방법을 

교육받지 않은 학교 관계자에 한 부분이었다.

중고등학교 이후 상급 학교인 학에서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약간 덜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보다 성숙하고 척수손상에 해 보다 많은 경험을 했으며 자신들이 필요한 내용을 알, ,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일반 학생의 에 비교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청년들의 가 . , , 53% , 43%

중고등학교 이후의 상급 학교인 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31). 가 82%

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전국 종단 전환 연구 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드러났지만(31). 2 , 

시각 혹은 청각 장애 학생의 가 계속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차이점도 보여 주었다 유럽에77% (31) 

서는 비록 최근에 이동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학 진학률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수치는 비슷한 것, , 

으로 나타났다(33). 

교육과 관련된 장해 요인에 대한 대처

아동과 성인 척수장애인이 직면하게 되는 교육과 관련한 수많은 장애물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그룹으로 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분척추증 아동 재활 이후 학교로 돌아가는 . , ,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척수손상 이후 새로운 고용 전망과 관련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재교, 

육을 받는 성인 장애인이 각각의 그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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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과 정책 

장애인 권리 협약 조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모든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24

법률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 차원에서 요구되는 지침을 명확하고 세 하게 제시하고 있다, , (1, 12).

일부 고소득 국가에서는 교육에서 배제되는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국의 , 장애인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과 같은 일반적인 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통합 교육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은 선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교육부 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 , (Ministry of Education)

동등한 교육 코스를 이수해 학문적으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보조 기기를 제공할 것을 법률로 요구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학교가 장애 학생들을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물리적 또는 교육학. , , 

적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3).

저 중소득 국가에서는 교육에서 장애 아동 배제를 명백하게 허용하는 법을 포함해 종종 법률적 ·

장애물이 존재한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국가에서 통합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은 통합 교(34-36). 육을 

지지하는 법률과 정책 프레임워크를 만들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심지어 정부가 완전(37). 

하고 접근 가능한 교육의 장애물을 확인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국가에서도 법률과 재정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의 부재는 통합 교육의 진전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농어촌 지역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하향식 접근 방법은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38). 

없다(39).

국가는 실행 가능한 교육 정책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 장애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한 일반적인 

약속을 마련하기 위해 실질적인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계에는 장애 아동의 수와 . 

그들의 요구 파악 접근 가능한 학교 건물을 만들기 위한 전략 개발 장애 아동의 수요에 맞추어 , , 

커리큘럼과 교수 방법 및 교보재 개정 장애 아동의 요구에 따라 훈련된 교육가가 제공하고 부모와 ,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 역량의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적절하. 고 

충분한 재원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36). 

▶ 이분 척추증 아동 지원

략적으로 수두증을 동반한 척수막 탈출증을 가진 아동과 성인의 절반은 특수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교육적 결과가 좋지 않은 반면에 나머지 절반은 비장애인 학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 

있다 일반 학교 안에 모든 이분척추증 아동의 학습에 최적화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17). 은 

아니다 그러나 발작과 변실금 요실금을 포함한 이분척추증 아동의 의료적 합병증 경향에도 불구. , 

하고 준비가 완벽하고 교육적 자원이 충분히 마련된 환경에서는 이분척추증 아동이 전체 일반 , 

아동과 동등한 수준의 초등 중등 교육에 참여 및 졸업률을 달성할 수 있다, (2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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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척추증 아동을 위한 지원 환경 제공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아동의 자신. 감과 

자립심을 키워 주는 활동도 필요하다 일주일간의 캠프에서 진행된 통합 자기 관리 목표 개발(41). , , 

기타 자립 기술에 한 소규모 연구는 자신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부분의 이분척추증 아동은 성공적으로 주류 일반 학교에 (42). ( ) 

참여할 수 있으며 좋은 교육적 성과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 학교 . , 

직원 부모가 함께하는 조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동은 주류 학교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 . , 

관계 형성의 기본인 내재적 동기와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 게다가 빈곤한 지역에서는 이분(43, 44). 

척추증 아동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아프리카에서는 지역 사회 후원자와 부모가 , 

문화적으로 꼼꼼한 방법을 통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성과를 달성해 왔다(45).

▶ 손상 이후 학교로 돌아가기

손상 이후 가능하면 빨리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재활의 우선적인 목표이며 지속적인 학습 의지가 , 

재활 목표 설정 과정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항상 지역 사회 참여 증가(26, 32, 46, 47). , 

고용 높은 수준의 자립 생활 초등 중등 학령기에 척수손상을 경험한 성인 장애인의 높은 삶의 , , 

만족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 어떠한 아동이든지 최선의 선택은 주류 학교(48, 49). 에 

가는 것이다 홈스쿨링 개인 단독 교습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개인 교습 등은 두 번째로 고려할 . , , 

수 있는 선택 사항이다 이런 선택지는 척수장애 학생에게 추가적인 학습 지원이 필요하거나 물리 . 

치료나 작업 치료 때문에 너무 자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29).

최근에 런던에서 진행한 척수장애 아동의 학교 경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학교생활의 주요 , 

요소로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재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장애 아동 부모 학교 관계자의 조기 접촉, , 

• 학교의 모든 영역에 완벽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아동이 학교로 돌아오기 전에 동정이나 비하하지 

않는 내용을 담아 계획 및 실행한 시설 개조와 편의 제공(non-stigmatizing) 

• 학교 관계자가 특히 체육 수업 과 학교 여행을 포함한 모든 학교 활동에 장애 학생의 통합을 보장, (50)

할 수 있는 완전히 접근성이 확보된 프로그램

•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연령에 맞춘 동급생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모든 학교 관계자를 상으로 척수

손상 및 관련 상태에 관한 현장 교육 제공

이 연구와 유사한 연구 를 통해 장애 아동이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학생과 부모의 관심(29, 32, 51) , 을 

끌어올리고 비공식적 상황 예 야간 모임 이벤트 에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 : )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와 학교생활의 참여에서 중요한 . 

요소가 재활 전문가의 장애 아동 격려라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 전문가는 이러한 이벤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동료 상담도 손상 이후 청년 장애인이 학교로 돌아가고 학업을 (52, 53). 

지속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왔다 여기서 과도한 보호는 자제되(54). 

어야 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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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교육 기관으로의 진학

장애를 지닌 아동의 경우 중등 교육 이후 학교를 떠나 상위 교육으로 옮겨가는 것에 관련해 새로운 , 

상황과 환경에 한 적응 및 편의 시설에 한 어려움으로 다른 아동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다만 다양한 지원 자원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급 학교 진학 문제에 있어 적응이 

수월한 편이다 또한 적절한 보조 기기 기술의 이용 가능성도 원활한 진학 과정의 핵심적인 요(25). 소

이다 이러한 학교 진학 기간의 동기 부여와 신뢰 구축에 있어서 부모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55). 게 

된다 척수장애 아동의 진학 스트레스 처를 위한 동료 멘토링 가족과 아동의 자신감 증진과 . (54), 

자립심 고취를 위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정보는 진학에 한 감정적 심리적 준비를 (41) , 

위해 좋은 방법이다.

미국의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으로의 이행을 위한 국립 센터‘ (National Center on Secondary 

의 년 약식 보고서 는 이행 진학 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Education and Transition: NCSET)’ 2004 (56) ( )

문제에 관해 가능한 해결책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일반 교육 커리큘럼 안에 커리어 개발 기술을 접목시켜 학생의 자기 결정과 자기 옹호를 증진시킨다.

• 추가적인 편의 제공이나 변경의 요구 없이 많은 학생들이 교실 교육 과정 시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 ,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적용한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학생들의 접근을 보장한다.

• 자퇴 방지와 개입의 우수 사례에 관한 연구 기반의 정보를 확인 문서화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개발해서 , 

장애 학생의 졸업률을 높이도록 한다.

• 교육 계획 인생 계획 의사 결정에 앞서 부모에게 사전 통보를 해 부모의 참여와 개입을 높이도록 한다, , .

• 학생 평가 개인별 교육 계획 및 지도 시 일반 교육과 특수 교육의 협력 증진을 위해 일반 교육 교사와 특수 , 

교육 교사 간의 교차 교육 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cross-training) .

학 진학 문제에 관한 한 보고서는 중등 교육과 상급 고등 교육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OECD ( ) 이기 

위해서는 양쪽 교육 분야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33). 

• 중고등학교들은 상담 및 다른 지원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어 가고 , 

있다(57).

• 학은 장애 학생의 입학과 성공적 수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신들의 입학 전략과 교육 편의 시설 재점검이 

필요하다.

진학 전환 을 위해 광범위한 학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학의 관련 부서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 )

학생 적응을 위한 사전 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

수업과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 학생의 적응을 돕는 방법으로는 필기를 신 해 주는 노트테이커, 

강사 보조 기기 강의실의 물리적인 개선 자립 생활 지원 등이 포함된다, , , (31, 58, 59).

저 중소득 국가와 관련해서 교육 접근 전환 평등에 관한 연구 컨소시엄· , , (Consortium for Research 

이 방글라데시 가나 인도 남아프리on Educational Access, Transitions and Equity: CREATE) , , , 카

공화국과 영국의 연구소 간의 파트너십으로 년에 설립되었다 컨소시엄의 첫 번째 논문은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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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의 배제 지역 분류 완전한 배제부터 중고등학교에는 입학하지만 졸업 이전에 중퇴할 ‘ ’ –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까지 를 기반으로 한 연구 의제를 제시하고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상- , 

으로 한 교육 정책에 한 의견을 제시했다 후속 논문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교습법과 관련(60). 된 

구체적인 어려움과 잠재적인 전략적 응책에 해 강조했으며 성 불평등이 척수장애 아동이 (14), 

당면한 문제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지적했다. 

▶ 물리적 장애물 제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하지마비 학생들과 말레이시아의 이분척추증 아동의 참여를 제약하(61) (62) 는 

주요 원인은 기본적인 이동에 한 장애물인 것으로 연구에서 나타났다 탄자니아에서는 학교의 .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그 이유는 많은 학교가 우기에 침수 방지를 위해 주춧돌 위에 세워졌으며, , 

학교 내부에는 화장실이 접근 불가능하고 출입구가 휠체어가 통행할 만큼 넓지 않기 때문이다(63). 

영국의 연구에서는 너무 경사가 급한 계단과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부족 장애인용 주차 공간 , , 

부족 등이 휠체어 이용 학생의 교실 식당 도서관 스포츠 시설 이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강, , , 

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회로 이용이나 접근 지연으로 인해 장애 학생은 수업 시간에 맞추(30). 어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접근 불가능한 교통은 스스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이동에 어려움이 (64). , 

있는 아동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통학 거리가 너무 멀고 농어촌의 길은 평평하지 . 

않고 우기 때에는 도로가 침수되기 때문이다(61).

이러한 장애물의 부분은 정책과 계획의 개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심지어 자원이 (33, 65, 66). 

제한적인 지역에서도 일정 기간 물리적 장애물 제거에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함으로써 상태를 개선,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케냐에서는 년까지 정부가 지역 학교에 우선적으로 경사로. , 2015 와 

기타 편의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시는 초등학교의 물리적 장애(67). 2003 물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포함한 에스콜라 아베르타 열린 학(Escola Aberta: ‘ 교’)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68).

▶ 정당한 편의 제공

비록 요구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부 척수장애 아동은 반드시 어떤 형태의 편의 제공을 통해서만 , 

등교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이룰 수 있고 교육의 완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편의 . 

제공 내용에는 교실의 학습 보조원이 포함될 수도 있고 연필 그립 과 같은 낮은 기술의 , (pencil grip)

장비부터 광학 문자 인식 시스템이나 상체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장애 아동을 위한 최첨단 로봇 

팔과 같은 고급 기술 장비까지 다양한 보조 기기 기술의 형태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69). 

내용은 아동의 교육 수행과 교실에서의 수업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고 과제 수행을 간단하고 가능, 

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 수 . 

있는 방법은 장비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정보이다 캐나다의 프로젝트는 다양한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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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기술 솔루션에 관한 동료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중도 장애인들이 이런 문제를 통해 (70), 

생각해 볼 수 있는 논의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비록 컴퓨터와 다른 기술이 척수장애 아동에게 . 

많은 편의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종종 , 

숙련된 교사와 교실 학습 보조원이 필요하다(29, 71)

▶ 교육과 편의 시설에 대한 펀딩

장비가 됐든 혹은 지원 인력이 됐든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고소득 . 

국가에서는 정부 교육 보조금 혹은 출 학의 경쟁 장학금 민간 교육 펀드와 장학금 민간 보험, , , 과 

같은 장애 학생을 위해 배정된 많은 잠재적인 펀드 자금 가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차 고등( ) (33). 3 ( ) 

교육 장애인 지원 예산의 가 장애인 장학금이나 출로 배정되고 있으며 교육 보조 기기 78% (33), 

기술 자금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연방 정부 계획이 있다 영국에서는 장애 학생 지원금(72). , 

을 통해 특수 교육 장비 활동 보조인 추가 여행 경비 등에 직접(Disabled Students Allowance) , , , 적

으로 세금이 감면된 비용을 제공한다 아일랜드에서는 정부 펀드를 우선적으로 장애 학생에게 (73). , 

자금 지원을 하는 학에 배정하고 있다 또 다른 방식은 척수장애 학생들의 추가 비용을 개인(74). 별 

출이나 사례별로 제공하는 부분 장학금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와 . 

노르웨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졸업생이 그러한 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경우 무조건 , 

증여금 으로 전환시켜 주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outright grants) . (33). 

저소득 국가에서는 특별 펀딩 방식을 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비록 장애 아동의 , . 

일반 학교 통합이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연구에서 드러났고 심지어 편의 제공에 한 추가 비용까

지도 고려하더라도 의 연구 검토 참조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을지라도 많은 국가에서는 ((75) ) , 

이러한 잠재적인 절감 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저소득 국가에서는 고소득 . 

국가의 다양한 펀딩 전략이 잘 진행됐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를 살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76),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는 자국의 장애 학생 교육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유럽과 미국의 몇몇 , 

통합 교육 펀딩 방식의 부분적인 내용을 가져와 통합해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의 (37). 

펀딩 내용을 채택한 방식이 항상 최선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에서 교육의 . 

우선적 목표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생활과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는 최선의 펀딩 운영은 해당 지역 사회의 요구와 보다 접하게 관련된 내용이어야 ,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39).

▶ 사회적 지원

이차 혹은 고등 교육 과정에 있는 청년이라도 자립은 개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사회적 지원 , , 

네트워크의 존재에 달려 있다 척수손상으로 인한 단절은 청년에게 있어 친구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멀어지는 시간은 사회로부터의 전반적인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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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원은 일반적으로 척수장애인의 삶의 만족 건강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요, , 인

이다 비공식 멘토링 시스템은 척수장애 아동이 학교나 사회적 삶으로 돌아갈 때 유용한 것으로 (77). 

밝혀졌으며 척수장애인 동료와의 상호 작용은 특히 중요하다 권익 옹호 그룹 척수(54, 59), (78). , 

장애인 지원 그룹 는 장애 학생과 가족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일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중요, NGO 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영국에서는 백업 트러스트. (Back Up 

가 척수장애인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척수손상과 함께하는 삶의 적응 학교로의 Trust) , , 

복귀 기타 다른 문제에 해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과 멘토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장애, (79). 를 

지니고 사는 생활의 어떤 영역에든 지출할 재원이 매우 제한적인 그룹들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여러 

그룹들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뭄바이에 기반을 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함께. ‘ (Able 

단체 산하의 통합을 위한 인도 국가 자원 센터Disabled All People Together: ADAPT)’ (India’s 

는 년부터 장애 아동에게 지원과 멘토링을 제공해 National Resource Centre for Inclusion) 1972

오고 있다. 

▶ 태도적 장애물에 대처하는 방법

장애 아동과 장애 청년이 재활 시설에서 학교로 돌아갈 때 혹은 이분척추증이나 소아 척수손상을 , 

가지고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는 단순히 물리적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태도적 장애물에도 직면하· 게 

된다 성공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척수장애에 한 무지와 오해를 떨쳐버리는 것이 요구. 

된다 척수장애 아동과 청년 가족은 또한 척수손상에 해서 배워야 하며 학교로 돌아가거나 이차 . , , 

교육에서 상급 교육 기관으로 진학할 때 필요한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척수장애 학생과 가족

학교로의 복귀를 고려하는 경우 척수장애 아동은 동급생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수도 , 

있다는 걱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척수손상에 잘 처하지 못하고 부적응 근심. , ,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거나 심지어 자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몇몇 사례들이 있다(81) 

이런 상황에 잘 처하지 못하면 이는 고립 외로움 친구의 부재 미래에 한 불안감이 (23, 80). , , , , 

더 심화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좋지 못한 교육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7). 

학교로 돌아온 척수장애 아동은 자신이 재학하는 학교와 참여하게 될 정규 활동의 특징에 해서 

알아야 한다 즉 부모나 교사와 관련된 내용보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숙지해야 한다 이는 . , (51). 

척수장애 아동 스스로 자신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부모 교사 전문가들이 , , 

장애 아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인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후의 . 

교육 과정에서 척수장애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동급생처럼 상급 학교 진학과 향후 취업에 도움이 , 

되는 상담과 취업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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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 아동과 가족은 척수손상 이분척추증 특히 자기 관리에 한 실제적 정보를 포함한 기본, , 적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웹 기반 시스템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척수장애인 지원 그룹(41). 은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가족에게 중요한 정보와 일반적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 다. 

부모가 학교에서 자신의 장애 아이가 안전할지 동급생들이 아이를 사회적으로 잘 받아들여 줄지 , 

여부에 해 걱정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보호는 척수장애 아동을 더욱 고립시킬 (27).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걱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 그룹을 찾는 데 있어 재활 전문가(26), 나 

교사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교사 학교 관계자 동급생, , 

통합 환경 촉진 및 관리 측면에서 교장과 교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며 잘 계획된 정보와 지원 , 

전략은 이러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지적 장애(39, 50, 61, 82). 가 

있는 학생들보다는 이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곤 한다 문헌 검토(83). 에 

따르면 환경의 개선만큼 교사 학교 직원 학생들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장애 인식 프로그램이 , , , ‘ ’ 

성공적 사회 통합에 요긴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보츠와나와 레바논 사례에서 확인되었(84). 다

예를 들어 조지아 공과 학교의 보조 기기 기술 및 환경 접근성 센터(85, 86). , (Center for 

는 고등학교 수학과 과학 교사들에게 무료 Assistive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Access)

온라인 코스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교실의 편의 시설 시험 관련 편의 제공 및 실험실 , , 

개조 보조 기기 기술 법과 정책 등을 배울 수 있었다, , (70).

척수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한 정보가 부족한 경, 우, 

교사와 학생들은 일반적인 장애에 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척수손상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나 도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실에서 장애에 한 기본 정보 특히 척수손상 문제와 . , 

관련해 활용할 수 있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자원이 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는 통합 교육 친화적. , 인 

환경 구축을 위한 툴키트 도구 를 만들었고 는 학교 환경에서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 ) (87), OECD

교사 학교 직원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단계별로 기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88).

교사는 통합 교육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특히 . 

심각한 장애가 있는 아동을 주요 체육 수업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종종 어려움에 직면하는 체육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체육 수업 과정은 통합 교육의 목표 기능에 제한이 있는 아동을 . , 

위한 적절한 운동 활동 안전 고려 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스웨덴의 연구에, .  

따르면 이러한 과제를 충족하며 이룩한 성공은 적절한 훈련 학교 직원의 지원 적절한 자원 제공, , , 의 

결과임을 보여 주었다 현재는 교사 교육 기관에서 장애 학생이 있는 교실의 경우 효과적으로 (50). ,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해서 신규 교사들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89).

또한 장애 아동에 한 정보가 이분척추증같이 의학적 진단 측면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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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능적 문제와 가치 측면에서 제공될 때 교사는 , 

보다 적극적으로 그 정보를 수용하려고 하며 장애 학생이 학교 활동에 통합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 

해당 정보를 사용한다는 증거가 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척수손상에 한 기본적 의학 (83). 

정보가 아니라 어떤 척수장애인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자율 신경 이상 반사증과 같은 건강 , 

상태에 한 정보이다 교사는 또한 이분척추증과 연관된 혹은 외상성 두뇌 손상에 동반하는 (15). 

합병증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19).

교사는 종종 척수장애 학생들이 자기 결정과 자립에 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을 , 

터놓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재활 (90). 

치료사가 처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종종 (78). 

장애 아동과 상호 관계를 맺게 되는 교실의 학습 보조원은 척수손상 및 감정적 심리학적 영향을 , , 

포함한 척수손상의 복잡한 상태에 해 교육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30).

척수손상과 고용에 참여

부분의 척수장애인은 직장에서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는 경우에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척수장애인과 다른 장애인들은 일과 삶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 , 

그로 인해 장애인과 가족들은 빈곤한 삶을 살며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배제는 척수. 

장애인에도 힘든 일이지만 또한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곤 한다, . 

• 배제는 귀중한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다 표적인 저 중소득 국가에서 장애인의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 . ·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총생산의 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3-5% (91).

• 고용은 척수장애인의 주요한 재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용이 척수손상에 한 적응 삶의 (92). , 

만족 목적의식 정신적 자극 사회적 접촉 웰빙 등과 절 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 , (93-96).

• 실업과 불완전 고용으로 인한 낮은 소득은 척수손상 이후의 높은 사망률 을 비롯해 일반적으로 좋지 (77, 97)

않은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다(93, 98-100).

최근에 척수손상과 실업에 관한 개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록 척수손상 이후 몇몇 50 , 

시점에서 취업률이 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척수장애인의 평균 취업률은 68% ,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륙별로 척수장애인의 현재 평균 취업률은 유럽이37% (101). (51%) 

제일 높고 북미가 제일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국가의 경우 이러한 평균 수치를 , (30%) . OECD , 

통해 최중증 장애인의 실업률을 비교할 수 있다 년 전 세계 척수장애인의 직장 복귀에 (102). 2000-2006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복귀율은 사이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취업률은 , 21-67% , 

에서 로 나타났다11.5% 7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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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두 가지 체계적인 검토의 결과 차이는 주로 고용 정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척수장애인의 고용에 한 좋은 데이터가 있지만 상 적으로 저 중소득 국가에서, · 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고용률이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104), . 57% (105), 50% 

인도 처럼 몇몇 연구에서는 응답 척수장애인의 거의 절반이 직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106), 41% (107)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 짐바브웨 국립 재활 센터. . , 에 

입원한 명의 척수손상 환자 추적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만이 그리고 사지 마비 환자는 단 한 136 13% , 명만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보기에 좋은 통계 결과 때문에 장애인이 취업 가능한 일자(108). 리가 

종종 임금 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흐릴 수도 있다 직장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제공은 고용 (109).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비외상성 척수손상은 주로 고령에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 관련 정보는 주로 외상성 척수손상에 맞추어져 

있다 실업으로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는 이분척추증을 가진 젊은 장애인은 예외의 경우이다 비록 . . 

유럽과 미국의 자료만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비장애인 과 다른 중증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 (40, 44)

의 (110) 취업률 과 비교했을 때 젊은 이분척추증 장애인의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취업률은 (75%) , 36%

에서 41%에 지나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규모 연구에서는 비교적 높은 취업률 을 . (62.5%)

보여 주었으나 많은 응답자가 일반 직장보다는 보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저 중소득 국가의 척수장애인 고용 데이터가 부족한 한편 명확한 것은 고소득 국가에서도 척수손상 · , 

이후 장애인의 실업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지속적인 실업 원인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장애와 관련된 취업의 장애물과 척수손상과 관련된 취업의 장애물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111).

고용과 관련된 장애물에 대처하는 방법

고소득 국가에서는 취업을 결정짓는 요인과 척수장애인이 손상 이후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혹은 처음

으로 취업할 때 이를 가로막는 요인을 밝혀 주는 좋은 사례들이 있다 성별은 취업(96, 103, 112-115). 에 

있어 확실한 결정 요인은 아니지만 손상 당시 연령 손상 이전의 교육 수준이 취업과 보다 (92, 98), , 

깊은 관련이 있다 나이가 어리고 교육 수준이 높고 부상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 (48, 98, 116-120). , , 

손상 이후 보다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며 취업이 될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0, 121).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취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종도 취업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81, 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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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정도가 심하고 기능적인 어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취업 가능성도 낮아진다(48, 98, 117, 

손상 정도의 모든 수준에 있어서 취업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게 된다124-127). (81, 128-1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차적으로 합병증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특히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 직업을 , , 

구하거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100, 122, 131). 

그러나 취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인구 통계학적 생물 의학적 심리학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인 , , 

것으로 나타났다 척수손상 재활 사례 에(132). ‘ (Spinal Cord Injury Rehabilitation Evidence: SCIRE)’ 서 

진행한 직장 복귀 결정 요인에 한 보고 사례 평가와 문헌 검토에서는 계급적 차별과 작업장의 물리

적인 접근성 부족을 취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심지어 직무 수행에 (115). 

있어 기능적인 무능력 체력 부족 참을성 부족과 같은 건강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만약 , , 

척수장애인이 원하는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나 작업장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요인이 

유일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98, 133, 134).

전반적으로 연구를 통해 누차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척수장애인은 직장 출근을 위한 접근 가능한 , 

교통수단의 부족 때문에 종종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43, 103, 115).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특히 도시 지역보다 척수장애인의 실업률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더 , 

심각한 문제이다(34, 131, 135, 136). 

척수장애인의 실업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경제적 자립 달성 실패의 원인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연구 , . 

전반에 걸쳐 상당한 가변성이 존재하며 직장으로의 복귀를 예측하거나 혹은 재정적 지원에 한 접근, 도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청년 장애인의 직장 복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모두 극복된다 하더라도. , 

일견 직장에서의 사소한 환경적 혹은 조직적 장애물이 직장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과 경제적 안정을 예측하기 위한 가지 영역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즉(112, 114). 4 . ,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척수장애인에 한 오해 혹은 차별 작업장 편의 시설 경제적 자립 보장이다, , , .

▶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취업을 통해 경제적 수입을 획득하거나 직장에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여러 전문 분야 

참여적 접근 방법인 직업 재활은 고용 기회를 극 화하기 위해 보통은 직업 소개 상담 직업 훈련, , , 

일자리 배치와 같은 보다 특별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 재활은 직장 복귀를 (137). 

위해서 또한 광범위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최초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데 있어 상당히 ‘ ’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38, 139).

외상성 척수손상 이후에 기능적인 회복은 손상 이후 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손상을 당한 12 , 

개인은 의료적 치료를 받을 시간이 필요하고 가족과 집에 한 적응 시간도 필요하다 포괄적인 . 

재활을 위한 입원 기간 동안 혹은 퇴원 이후 바로 그달에 활발한 직업 훈련 계획을 시작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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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초기에 시작하고 지역 사회의 삶에 한 적응을 (113).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결부된 직업 재활은 직업을 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개인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한 근거들이 있다 그러므로 직업 훈련의 목적과 생산적 라이프 (48, 138, 139). 

스타일에 한 예측은 이후에 직업 상담가와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초기 단계의 

전반적인 재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고소득 국가에서도 척수장애인이 항상 (140). , 

직업 재활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서비스의 요구에 한 내(96, 141), 용은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척수장애인은 자신이 당면할 수도 있는 구체적인 인체 공학적 기술적 문제에 처하기 위한 특별 ,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 척수장애인의 경우에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직업 (142, 143). , 

상담사가 제공하는 직업 배치 서비스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강한 근거가 있다 특히 직업 배치 서비. , 스

에는 일자리 찾기와 네트워킹 직무 요구 사항을 개인의 기능적 강점과 약점에 매칭시키는 데 , 이용

할 수 있는 직무 기술서 작성 입사 지원 기술 면접 준비 등이 포함된다 직업적 교육적 필수 , , (118). , 

조건을 포함해 직업 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업 기회와 관련된 정보 제공이 이런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다. (94, 143).

척수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사회적 지원은 성공적인 재고용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외상성 손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일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 (132). , 

없다고 믿고 있다 삶의 통제력과 자존감의 상실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124, 144, 145). 

심리학적 요인은 직장으로의 복귀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 (146-148). 

질환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부분의 경우 척수장애인 동료 가족 친한 친구의 , , , 

사회 심리적 지원이 장애인의 직장 복귀 격려에 있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일반(149, 150). 적

으로 비공식 지원 네트워크에 보다 의존하고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 

매우 적절한 방식이다(109).

아동과 청소년 특히 이분척추증을 가진 경우에 직업 상담가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규모 전환 , , 

프로그램에 통합되어야 한다 비록 궁극적 목적이 미래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 개발에 . 

있을지라도 우선적으로는 청년들이 학교에 계속 재학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향후 취업, , 의 

길까지 연결시켜야 한다(26, 54).

척수손상과 같이 중증 손상 관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직장 복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소득 

국가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종합적인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취업 지. , ‘ 원 이라고 ’

알려진 전환 프로그램은 경쟁력 있는 직업을 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춘 능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무 배치 이후 지원과 직업 상담가의 (143, 151). 

후속 지원과 더불어 교육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직무 기술 직무 준비 상담 일자리 배치 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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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서비스의 원래 성격상 전환 서비스는 자원 집약적이며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96, 128, 152). . 나 

만약 서비스가 가능하면 빨리 시작되고 다른 재활 서비스와 통합될 수 있다면 이런 비용도 상당 , 

부분 절감할 수 있다(96, 137). 박스 8.1에서 설명하고 있는 칼레이도스코프 만화경 직업 재활 프로( ) 

그램은 척수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강점과 능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맞춤형 지원으. 

로써 적절한 직업 탐색과 선택에 있어 구체적인 요구에 맞출 수 있으며 개인이 직무에 적응하기 , 

시작할 때 고용주와 함께 현장 지원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취업 전 과정에 걸쳐 장기적인 ,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155).

박스 8.1.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버우드 병원의 칼레이도스코프 만화경 프로그램( ) 

칼레이도스코프 프로그램은 초기 개입 직업 재활 프로그램으로 척수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 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 지원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음의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4 .

심한 척수손상을 당한 사람들과 가족에 대한 조기 접근1. : 이 프로그램은 급성기 입원 주 혹은 주 이내에 일반적으1 2 로 

시작된다 척수손상은 종종 장기간의 병원 입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손상 환자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 
기회가 있다 물론 이 입원 기간의 우선적인 목표는 환자의 의료적 재활이다 그러나 또한 이 시기에 미래의 직업을 . . 
위한 가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기 를 키울 수 있다, .

세부적인 경력 계획2. : 계획은 동기 부여를 통해 개인이 미래에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한다 더 . 
이상 손상 이전의 일을 할 가능성이 없다면 사람들은 미래에 한 확신이 서지 않을 것이다 동기 부여 경험, . , , 
기술 수많은 일자리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 취업 계획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가 완벽하고 활발한 참여를 , 
할 수 있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일자리 배치 이후 지원3. : 이 지원의 핵심은 가능하면 원활한 직장으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원의 . 
중요한 목적은 취업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정기 지원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요청이 있을 경우 혹은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다시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기업계의 동기 부여와 지원4. : 지역 사회의 기업은 심각한 손상과 질병 이후에 직장으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있다 칼레이도스코프 프로그램은 다양한 직종에 걸쳐 개 이상의 . 40
지역 기업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회사에 한 정보를 . 
공유하기 위해 서로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 내의 알맞은 일자리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직업 구인 ,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오아케 깨우침 혹은 기상 프로그램도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실업 상태를 경험했던 만성 (Oho Ake, ‘ ’ ‘ ’) , 
척수장애인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

출처: (154).

이 접근 방식의 핵심은 각각의 척수장애인이 기능 직무 기술 경험 필요한 교통수단이 다르다는 , , , 

점을 고려한 개인별 서비스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업무와 관련한 서로 다른 편의 제공이 요구된다. . 

비록 높은 수준의 개인별 평가를 위해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이런 방식이 개인의 요구에 따른 , 

상담 전문가의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통해 척수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에 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여러 근거 사례가 있다 비록 취업 지원 (151). 

모델이 우선적으로 고소득 국가에서 사용되었지만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한 가지를 방글라데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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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 재활 센터 에서 찾아볼 수 있다(Centre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Paralysed) (박스 

8.2 참조). 

보호 작업장 취업 모델은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두 가지 형태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 이 모델은 . 

직업 전문가가 관리하는 작업장 안에서 중증 장애인이 자신에게 배당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이 모델은 가끔씩 복잡한 요구를 가진 장애인에게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인식되고 . 

있으며 종종 공개 취업 시장을 향한 첫 번째 단계로 제공되고 있다, . 박스 8.3은 인도 남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보호 작업장은 장애인을 경쟁적 고용 시장. 

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의 분리를 조장할 수도 있고 따라서 , 

척수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박스 8.2. 방글라데시의 척수장애인 재활 센터(CRP)

방글라데시는 가난한 나라로 인구의 거의 절반인 억 천만의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 , 1 5 . 
보장 네트워크가 없으며 부분의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장애 관련 비용 보조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 
있다 척수장애인 재활 센터 는 척수장애인 재활 전문 로 척수장애인 재활 서비스에 한 절박한 요청으로 . (CRP) NGO , 

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로 성장해 왔으며 현재는 신체 및 정신적 재활1979 . , CRP , , 
일자리 배치 상담 직업 재훈련 자가 고용을 위한 소액 출 지원 지역 사회로의 복귀 계획 수립 안전한 주택 환경 , , , , 
구축 척수손상의 특징과 결과에 한 지역 주민 교육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의 본부는 사바르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개의 지역 직업 재훈련 센터 여성과 소녀 척수장애인을 위한CRP , (
와 외래 환자와 지역 사회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인 CRP-Gonokbari CRP-Gobindapur) , 

다카에 진료 치료 진단 서비스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는 사고와 장애 예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척수, , . CRP
손상 문제의 홍보를 위한 권익 옹호와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개 지역 사회 중심 재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13 . 
추가적으로 는 척수장애인과 다른 장애인에 한 장애물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인식 개선 중 캠페인을 진행CRP
하고 있다.

출처: (34, 106, 156).

척수장애인 동료 상담은 오랫동안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되어 오고 있다

비록 초창기에는 직업에 접근하는 방식을 재활 전문가가 통제했으나 연구에 따르면 높은 (140). , , 

수준의 전문적 지원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이용자와 장애인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작, 업장

과의 보다 긴 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 재활 전문가의 역할은 고용주와 . 

장애인을 연결시켜 주고 중증 장애인 고용에 있어 고용주가 가진 편견에 해 응을 하는 것이다, 

재활 전문가는 척수장애인의 취업 목적을 강조하고 이용 가능한 지원 측면에서 장애인 (141, 157). , 

개인의 업무 관련 기능적 능력을 평가하고 직업 경력 계획이 특정한 일자리를 찾은 이후에 끝나는 ,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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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8.3. 인도의 척수장애 퇴역 군인을 위한 보호 작업장 

키르키 와 모할리 에는 각각 개 개의 병상을 갖춘 개의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센터(Kirkee) (Mohali) 109 , 34 2 가 

하지마비 사지 마비 퇴역 군인의 재활을 위해 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공익 신탁으로서 , . Kendriya Sainik Board
국( 방부의 퇴역 군인 부서의 한 파트 와 사회 정의 : Department of Ex-Servicemen in the Ministry of Defence)
역량 강화부 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센터의 모든 수용자는 (Ministry of Social Justice and Empowerment) . 
방직 편물 재단 양초 제작 기술과 같은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센터 내의 보호 작업장에 고용되어 매달 , , , . 
소액의 월급을 수령하므로 비교적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센터의 보호 작업장은 수용자들을 위한 영구 . 
혹은 반영구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작업장에서 퇴역 군인들의 활동은 직업으로 그리고 작업장은 매일 출근할 수 있는 . ,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 센터는 또한 수용자의 자립을 위해 의료 치료 물리 치료 신체 운동 스포츠 컴퓨터 훈련 . , , , ,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107).

▶ 척수손상에 대한 오해 극복

척수장애와 척수장애인의 경쟁적 고용 상태에 관한 고용주와 동료 근무자들의 근무 능력 관련 오해는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특히 척수장애인의 고용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종종 

언급되어 왔다 방글라데시 연구에 따르면 어떤 고용주들은 척수(114, 124, 140, 152, 158, 159). , 

장애인 근로자를 잠재적으로 아픈 혹은 덜 생산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네덜란드에서는 의 청년 이분척추증 장애인이 고용주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구직 활동(34). 57% 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었다(43), (25, 41, 

작업장 차별에 한 표준적인 연구에서는 비장애인 구직자가 장애인 구직자에 비해 배 160). 1.78

더 구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장애가 시각적으로 더 드러날수록 예 휠체어를 . ( : 탄 

경우 고용주가 고용을 더욱 꺼린다고 알려져 있다) (161). 

고용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 금지 법안에 한 의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년 개정 과 같은 법안이 . 2007 )

전 세계적으로 보다 일반화되고 있다 척수장애인이 이런 법을 활용한 사례 연구를 보면 성공률이 . , 

비록 매우 낮기는 하지만 척수장애인은 소송 과정에서 다른 장애 유형의 그룹보다 성공적인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2). 

차별 금지 법안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에 한 고용주의 매우 . , 

긍정적 인식 경향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런 인식이 업무에서 특정 직원을 평가할 때 항상 긍정적, 인 

태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인에 한 경험이 있거나 직업 (163, 164). 

상담가가 진행한 장애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에 한 지식이 높아진 고용주가 장애인 고용에서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암시하듯이 만약 재활 분야 관계자들이 장애 (158). 

지식이 적은 고용주에 한 지원 제공에서 활발한 역할을 한다면 장애인의 취업 결과가 향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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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예상과는 달리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차별에 관한 인식이 직장 복귀의 낮은 가능성. 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이며 이는 척수장애인이 고용주의 차별적이고 편견에 젖은 태도를 잘 인식할수록 ,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145).

▶ 작업장 편의 시설 보장

성공적인 직장 복귀는 작업장의 편의 시설에 달려 있다(95, 99, 101, 103, 113, 165).

편의 시설은 물리적 접근성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편의 시설에 한 요구는 더욱 확 되고 , 

있으며 고용의 경우 보조 기기 기술의 통합 작업장의 성격과 위치에 따른 개조를 포함하고 있다, , . 

척수손상 관련 편의 시설의 실질적인 사례는 척수장애인 당사자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취업에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과 감각에 문제가 있는 명을 상으로 한 최근의 질적 연구에서는 총 266 , 

가지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편의 시설의 요구가 확인되었다1,553 (166).

현재 작업장의 물리적 접근 향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 , 에 

기반을 둔 작업 편의 시설 네트워크 와 같은 매우 구체적이(Jobs Accommodation Network: JAN) 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웹 기반의 무료 정보 제공 사이트가 있다 그리고 은 척수장애인을 . JAN

포함해 손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혁신적이고 검증된 편의 시설에 한 정보를 제공

하는 포털 사이트이다 년 이후로 은 또한 작업장 개선의 비용과 혜택을 확인하기 (167). 2004 , JAN

위하여 고용주에 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작업장 . 

개선을 통해 받는 혜택을 제시하고 작업장 편의 시설 개선으로 인해 고용주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 

투자한 금액 이상임을 보여 주고 있다(167).

척수장애인의 요구와 관련된 작업장 개선의 예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건물 입구 어떤 날씨 환. ( 경과 

상관없이 부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과 다른 모든 공간에 이르기까지 휠체어 접근성 보장 휠) , 

체어 이용자를 위한 진입로 확장과 통행로 장애물 제거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과 테이블을 포함, 한 

작업장 개선 접근 가능한 파일링 시스템과 기타 업무 지역 화장실과 회의실 식당과 휴게실 같은 , , , 

접근 가능한 시설 등이다(168).

척수손상 근로자에게는 휠체어 편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부분의 업무에서 척수장애로 인한 하체, 와 

상체 기능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보조 기기 기술에 한 접근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일을 하고 . 

있는 척수장애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맞춤형 전화기 확 경 기타 , , , 

보조 기기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의 장애인들은 이러한 기술이 자신들의 생산성과 자존감을 상당히 

높여 주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고용된 척수장애인은 일터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컴퓨터 (144). , 

사용이 더 높은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런 장비에 한 접근과 사용은 성공적(169-172). 인 

직장 복귀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상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척수장애인이 헤드셋.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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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하고 머리를 움직여 마우스 커서를 조절할 수 있는 최근에 개발된 헤드 무브먼트 이미지 컨트, 

롤 마우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 

척수장애인에게 유용한 보조 기기 기술은 작업 현장에 완전히 통합 구현되어야 한다 부분적으로 · . 

보조 기기 기술은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이지만 직업 재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 은 

직장 동료나 고용주가 특수한 기기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기기 사용법에 한 ,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가 단절되지 않도록 기기의 유지나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지원이 ,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점이 또한 중요하다는 점이다 때로는 직업 관련 업무를 (169, 173). 

도와주는 근로 지원인의 도움 제공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정교한 보조 기기 기술을 이용 못 , 

할 수도 혹은 이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쉽게 하기 위해 . , 

물건을 운반하거나 가져오도록 훈련받은 서비스 동물들이 보조 기기 기술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174).

손상이 수행 가능한 업무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당한 편의 제공 에는 , ‘ ’

업무의 성격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방법이 바뀔 수도 있으며. , 

업무를 파트 타임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작업자가 방광과 장 관리 혹은 휴식이 필요할 경우 작업, 장 

이탈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업무 스케줄을 조정할 수도 있다 최근 유럽 연구에 따르면 의 . , 60%

청년 척수장애인이 손상 이후 직장으로 복귀했으며 그들 중 거의 부분이 시간의 압박 완화 유연, , 한 

근무 스케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업무 조정을 활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141).

일과 삶의 균형 강조와 더불어 기술과 경제 변화의 시 가 의미하는 것은 장애인만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정부가 척수장애인도 동등한 . ,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연 근무 시간제와 잡 셰어링 같은 프로그램을 활발히 장려하고 있다(152).

다양한 정보와 통신 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수행하는 재택근무 는 교통의 장애물 물리(telework) , 적 

환경의 장벽 척수손상과 이차 합병증으로 인한 피로와 같은 건강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업무 , 

방식이다 재택근무의 장점은 잠재적인 사회적 고립의 위험 환경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위험(170). , 과 

비교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는 또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교통 시스템. , 

건물 통신을 보다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노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야의 장점과 단점에 , .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111).

▶ 자영업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 수공예품 제작 및 농산물 판매 등의 형태로 진행되는 자영업은 종종 장애인 , 

수입의 근원이며 척수장애인이 선택하는 직업이기도 하다 또한 고소득 국가에서도 자영업은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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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에게 잠재적으로 도움이 된다 자영업은 교통과 접근의 장벽 직장에서의 차별 동료들의 . , , 

부정적인 태도를 벗어나 집이나 가까운 지역 사회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유연한 근무 시간과 , 

환경을 제공한다 사례들을 보면 특히 이동이나 근골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자영업 종사 비율. ,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의 단점은 고립과 부진한 기술 개발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159). , , 

업무와 관련된 보조 기기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점 등이다(171).

자영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어려운 점은 자본금이든 장비 혹은 훈련 비용이든 사업을 시작할 때 , 

필요한 초기 비용 부분이다 유럽에서 자영업을 선택한 장애인을 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에 . 

따르면 일반적으로 민간 출업자가 장애인을 투자 위험이 높은 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장애인은 , 

비용적인 부분을 주로 가족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장애인. , 이 

세금 공제와 기타 장애 관련 수입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때때로 고용 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 

자금 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조금 출 세액 공제의 형태로 비교적 넉넉한 재정 (159). , , 

지원을 하는 캐나다와 영국에서도 관련 정보에 한 접근성이 부족해 이런 혜택의 이용률은 낮은 , 

편이다(159, 175).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펀딩에 접근하는 것이 저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척수장애인에게는 

상당한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런 국가에서는 소액 출 제도가 장애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 , 

있도록 해 주는 수단이 되어 왔다 소액 출은 사업 출을 포함해 은행권에 접근할 여력이 되지 . 

않는 개인과 소상공인에게 기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 

진행한 문헌과 사례의 광범위한 검토를 통해 장애인은 기존 소액 출 프로그램에서는 동등한 ,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 핸디캡 인터내셔널(176, 177). 2006 (Handicap International)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 국가를 상으로 소액 출 및 부 단체 접근성에 한 철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펀딩 단체의 고객 중 만이 장애인이었다 니카라과의 . , 0.5% (178). 

장애인 협회 아프가니스탄의 (Asociación de Discapacitados de la Resistencia Nicaragüense), 

적십자 국제 위원회 기타 다른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는 

강력한 역량 구축의 힘을 가진 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해당 연구는 주장하고 있다 다른 연구NGO , . 

에서는 지역 사회 기반의 저축과 부 조직이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는 잠재력이 있으며 장애인 , , 

단체가 이러한 지역 금융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77).

▶ 사회적 보호

장애는 전 세계의 극심한 빈곤과 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척수손상도 예외가 아니다 호주 연구에 , . 

따르면 일자리가 있는 사지 마비 장애인의 평균 연 수입은 전체 국민의 평균 연 수입의 약 절반 ,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 연구에서는 직장이 있는 척수장애인 의 손상 이후 (179). , 50%

수입은 손상 이전의 수입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남부에서는 부분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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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 환자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네팔에서는 연(109, 135), 구에 

참여한 절반 이하의 사람들이 재활 시설에서 퇴원 이후 수년 동안 전혀 수입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짐바브웨 척수장애인의 분의 정도는 전혀 수입이 없어서 가족과 친구들의 경제적 지원에 (180). 3 1 

의지하는 것으로 연구에서 나타났다 가나에서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고용 기회와 (108). , 

사회적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구걸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81).

이런 지역적인 연구 이외에 경제적으로 자립한 척수장애인의 숫자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매우 , 

미미하다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 보장 프로그램 장애인 연금 소득 지원 가족 지원 현물 보조 등. , , , , 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 보장망은 경제 침체기에 매우 취약하며 전 세계 부분의 빈곤한 지역. , 

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인도를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는 척수손상을 입은 공무원이나 군인들에게만 . , 

제공되는 사회 보장 서비스가 있다(182, 183).

부분의 고소득 국가와 브라질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같이 중간 소득층이 많아지고 있는 국, , 가

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사회 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정규직 직업을 찾을 때까지 수입을 . 

보전해 주기 위한 개인 자산 평가에 근거한 일시적인 지원이다 예 실업 보험 임시 장애 수당 다( : , ). 른 

하나는 개인이 더 이상 고용 활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영구적 장애를 입은 경우 사회적 지원 혹은 , 

복지 형태의 영구적 지원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실업 보험이 의무 사항이다 그 결과. , . , 

의 척수장애인과 손상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직업이 97% , 

있는 장애인의 다수는 척수손상 이전 월급의 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70%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와는 반 로 장기 장애 보험 제도를 통해(127). (DI) ,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손상 이후 년 동안 월급의 를 지급하고 있다 만약 직장으로 복귀할 2 65-70% .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 비용 지원은 기간을 연장해 계속적으로 지원되며 나중에는 다른 형태, , 의 

사회적 지원으로 체된다(152).

사회 보장 계획의 이면에는 복지 혜택의 덫 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용어는 생활 보조‘ (benefit trap)’ . 금과 

다른 보장 프로그램이 자산 평가에 근거해 진행되기 때문에 혹은 일단 정규 직장을 갖게 되면 지원( 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조 기기 비용을 포함해 지속적인 건강과 재활 관련 요구가 있는 척수장애인이 ), 

취업을 꺼리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을 통해 얻는 수입이 척수손. , 상

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 의료 및 기타 비용 지출을 감당하기에도 적고 일시적인 소득 체 프로, 

그램을 통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184). 

보여 주는 상충되는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 진행된 규모 연구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척수장애인. , 에 

한 높은 수준의 장애 혜택은 손상 이후에 낮은 취업 시도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장애 보험 수혜자들은 고용 시장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을 주장하며 나타나지를 않는다(129). . 

수혜자들 중 절반은 장애 보험 수급 이전에 받았던 마지막 월급의 정도를 원한다 또한 장기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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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보험 수혜자의 약 정도만이 만약 구인 활동을 통해 손상 이전 마지막 월급의 평균 7% 80%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185).

비용이 들겠지만 복지 혜택의 덫에 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은 개인 자산 평가 방법을 수정해서 , 

높은 보건 의료와 손상 관리 비용이 필요한 개인에게는 취업 이후에도 수당의 일정 부분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런 해결책에서 예상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은 실업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장애인들이 보건 의료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다 는 장애 . OECD

혜택은 개인별 요구와 능력을 고려하고 직장 복귀를 우선순위로 두고 설계한 커다란 참여 촉진 , ‘

패키지 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척수장애인이 받는 상당한 혜택에 많은 변화를 줄 ’ , 

것을 제안했다 이 패키지에는 재활과 직업 훈련 구인 지원 직장 복귀 준비를 위한 현금 (102, 186). , , 

혹은 현물 수당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거나 혹은 . 

작업장 편의 시설 추가 설치를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고용주들도 

직접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장애 수당은 완전 고용을 향한 하나의 단계로써 적용. 

할 수 있는 일시적인 지급 장려 수단이 되어야 한다.

장애와 고용 정책에 해 가 제안한 변화는 다른 장애 유형보다는 척수장애인에게 아마도 OECD

더 유리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외상성 척수장애인은 손상을 당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위해 준비하. 

거나 혹은 막 시작했던 젊은이들이다 업무 관련 서비스의 임시적 패키지의 하나로서의 직업 . 재활은 

의 제안을 보완할 수 있다OECD . 

결론과 제안

교육은 취업과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학교로 돌아가 주류 교육, 에 

완전히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분척추증 아동이나 젊은 척수장애인은 물리적 태도적 장애물로 인해 ,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고 편의 시설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인, 

그리고 학교 차원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 모든 척수장애 아동 청년 성인들이 교육의 . , ,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직업을 위해 재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장년층 성인장애인들 또한 훈련 . 

기관 직업 혹은 기술 학교 학의 맞춤형 지원과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 .

자격을 갖출 경우 척수장애인도 여러 직업의 요구 조건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 ,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직과 고용 유지에 있어서 종종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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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교육 훈련 직업 재활 및 일자리 배치 서비스에 한 접근 부족 자영업을 위한 재정 지원 , , , 

접근 부족 사회 보호 수당 계획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불이익과 집행 지연 작업장 편의 시설과 , , 

보조 기기 기술의 부재 척수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에 한 고용주와 직장 동료들의 , 

편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족 학교 직원 교사 직업 재활 및 기타 전문가부터 정부 고용주 척수장애인 단체까지 많은 , , , , , 

개인과 그룹들은 교육과 고용의 완전한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고 협력

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 당사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영역을 다음의 제안 사항으로 요약해 . 

제시한다. 

▶ 교육 참여의 증진

• 척수장애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들의 요구와 능력에 적합한 어느 수준의 학교에서든 입학과 

재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통해 보장한다.

• 잠재적인 척수장애 지원자가 배제되지 않는 학 입학 전형을 보장하고 학 당국은 접근 가능한 환경을 ,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교육과 재활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손상 이후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 아동의 요구에 따라서 건강 재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

• 장애 아동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사에 한 교육을 실시한다.

• 가능하다면 아동의 학교 복귀와 상급 교육 기관으로의 전환 진학 을 위해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 .

• 부모와 장애 아동을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시킨다.

• 척수장애 단체를 활용해 척수손상과 관련된 문제에 해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개선시킨다.

▶ 고용과 경제적 자립 보장

• 효과적인 차별 금지 법안을 제정 집행 공표하여 고용주들이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한 , , , , 

자신들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만든다. 

• 척수장애인의 취업 준비를 돕고 이들이 사회 심리적 근심을 완화시키기 위해 직업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 

보장한다.

• 자영업을 원하는 척수장애인을 위해 소액 출과 기타 금융 지원에 한 접근을 장려한다.

• 상황에 따라서 척수손상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 , 

프로그램이 업무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 척수장애인과 기타 다른 장애인의 고용 경험에 관한 통계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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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은 의학적으로 복잡하고 삶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이다 따라서 척수손상은 개인과 사회의 . 

적잖은 비용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척수장애인은 의존적인 상황에 놓이고 학교에서 소외당하며. , , 

취업의 가능성도 낮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척수장애인은 조기 사망의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 . 
척수손상은 공공 의료와 인권적 측면 모두에서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기술된 것처. 럼, 

인권 정책적 응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척수장애인은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사회에 , , 

기여할 수 있다 척수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모든 다른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권을 . 
향유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일단 척수장애인에게 시급한 의료적 요구가 충족되면 사회적. , ·

환경적 장애물이 척수장애인의 통합과 성공적인 기능 발휘에 있어 주요한 장벽으로 남게 된다 다. 른 

장애인들과 더불어 척수장애인의 건강 서비스 교육 교통 고용에 한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어야 , , , 
하며 이에 따라 삶의 성공과 실패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척수손상이 삶을 , .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비극이나 삶의 짐이 될 이유는 없다, . 

중요한 결론

척수손상은 공공 건강의 중대한 문제이다1. .

• 외상성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전 세계 유병률은 인구 백만 명당 명 정도로 추정된다, 40-80 . 년 세계  2012

인구 추정치를 기반으로 하면 이는 매년 만 명에서 만 명 정도가 척수손상을 당한다는 의미이다, 25 50 (1). 

외상성 척수손상 유병률의 국가별 연구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백만 명당 명에서 명 수준으로 (TSCI) , 13 53

보고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척수손상의 가 외상성 요인에서 기인했으나 최근 연구 데이터 부분. 90% , 

에서 비외상성 척수손상 이 조금씩 늘어 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비외상성 (NTSCI) . 

척수손상의 유병률은 백만 명당 명이다26 .

• 척수손상의 발병률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추정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척수손상 유병률과 발생 률에 

관한 데이터는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고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사례 확인과 모델링 . 

방법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역학상의 실질적 차이로 인해 수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활용 . 

가능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에 비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은 핀란드는 백만 명당 명 , 280 (2), 

호주 명 캐나다 명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681 (3), 1,298 (4) . 

성인과 아동에서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률은 호주가 백만 명당 명 캐나다는 명 367 (5), 1,227 (4)

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 외상성과 비외상성 척수손상을 합산한 경우 종합적인 유병률은 년. 2010 에 

인구 백만 명당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2,525 .

9 제안 미래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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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국가에서는 척수손상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사지 마비 장애인의 기  수명이  

전체 인구 비 략 그리고 완전 하지마비 장애인은 까지 접근하면서 손상 후 생존율이 증가70%, 88% , 함에 

따라 척수손상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저 중소득 국가의 생존율은 여전히 낮아, (6). · 서 

손상 후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는 척수손상의 낮은 발생률로 이어지고 있다 지구촌 1-2 , (7). 

노령화로 인해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며 전체 척수손상 비율 중에서 비외상성 , 

척수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척수손상자의 대상이 바뀌고 있다. 척수손상 발생률은 젊은 층에서 가장 높고 노년층에서 낮은 편이다 통계상 . 

으로는 청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점점 노년층과 여성을 포함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전반, . 적으로 

손상 당시 연령은 높아지고 있다.

• 교통사고 추락 폭력이 척수손상의 세 가지 주요 원인이다, , . 교통사고는 거의 발생 사례의 를 차지하며  70%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압도적인 손상 원인이며 동남아시아 지역 서태평양 지역 에 걸쳐 또한 기, 40%, 55% , 타 

회원국에서도 척수손상의 눈에 띄는 기저 원인이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인 추락은 동남아시아 지역WHO . ,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 모든 사례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추락이 로 낮게 40% . 14%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회원 지역에서는 정도를 보이고 있다 척수손상의 원인으로는 부분 , WHO 27-36% . 

총기로 인해 발생한 폭력과 자해를 포함한 폭행의 비율이 전 지역에 걸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 

들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부 지중해 지역은 각각 를 보이고 있다 전체 외상성 척수손상 , , , 14%, 12%, 11% . 

사례 중 적어도 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지역에 걸쳐 스포츠와 15% . 

레저 활동은 외상성 척수손상의 모든 사례 중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 시도는 어떤 국가에서는 10% . 

외상성 척수손상 사례 중 이상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핵도 어떤 상황에서는 모든 비외상성 척수10% . 

손상 원인의 까지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20% . 

• 척수장애인은 수명이 짧은 편이다. 연구에 따르면 척수장애인은 비 척수장애인보다 배 정도 조기에 사망 , 2-5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지 마비 장애인이 하지마비 장애인보다 더 위험하며 완전 손상이 . , 

불완전 손상보다 더 위험하다 특히 사망률은 손상 후 첫해에 가장 높으며 보건 의료 시스템 특히 응급 . , (8), , 

치료 역량이 사망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 국가에서는 예방 가능한 이차적인 건강 상태(합병증)가 척수장애인의 사망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9). 고소득 국가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 최근 수십 년간 변화하고 있다 즉 비뇨 , (10, 11). , 

기과적 합병증은 감소하고 사망의 주요 원인이 호흡기계 문제 특히 폐렴과 독감으로 옮겨 가고 있다 심장 , . 

질환 자살 신경학적 문제 등이 사망과 관련된 다른 원인들이다, , . 

척수손상은 개인과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2. .

• 척수손상은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 비록 다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척수손상에 잘 적응할 

지라도 의 척수장애인은 일반 국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같은 임상적으로 심각한 , 20-30% , 

증상을 보이고 있다(12).

• 척수장애인은 요로 감염증과 욕창같이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한 합병증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 척수손상은 가족의 붕괴와 관련이 있지만 또한 가족의 회복과도 관련이 있다. 손상 바로 직후에 척수손상은  , 

개인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높은 이혼율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관계는 일반적, . , 

으로 개선된다 이분척추증이나 외상성 척수손상 아동과 청년의 돌봄 제공자는 전형적인 고립감과 스트레스. 를 

경험하곤 한다. 

• 학교 교육의 낮은 참여. 이분척추증이나 중도 척수장애 아동과 청년은 학교에 재학할 가능성이 낮고 고등 

(3차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다 이들은 상급 학교로의 전환 과정과 교육을 마친 후 취업하는 과정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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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에 직면하곤 한다.

• 척수손상은 낮은 경제 참여율과 관계가 있다. 세계적으로 척수장애인의 평균 취업률은 단지 에 지나지  37%

않으며 유럽에서만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51% . 

• 척수손상과 관련된 비용이 치매 다발성 경화증 뇌성 마비 양극성 장애와 같이  , , , 비슷한 건강 상태의 사람과 

비교했을 경우에 높은 편이다. 호주에서는 재정적인 비용과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평생 동안 들어 ( ) 

가는 비용이 하지마비 장애인의 경우 만 호주 달러 사지 마비 장애인의 경우 만 호주 달러로 추정500 , 950

되었다 수입의 손실과 같은 간접 비용도 일반적으로 직접 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이다(14). . 

서비스와 환경에 대한 장애물은 참여를 억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3. .

• 부적절한 정책과 대책. 통합 교육 접근 가능한 환경 재활 같은 분야에서 여전히 적절한 정책과 서비스가  , , 

부족하다 예를 들어 저 중소득 국가에서는 단지 의 사람들만이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 기기를 가지. , · , 5-15% 고 

있다 네덜란드의 연구에서는 척수장애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휠체어 공급이 늦어져서 재활 병원에서 (15). , 

퇴원하는 시기가 지연됐다고 응답했다(16).

• 펀딩의 부족.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척수장애인 응답자의 이상이 급성기 치료  , , 40% 

비용이 자기 연 수입의 이상을 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보조 기기도 비용이 50% (17).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

• 물리적 접근성과 관련된 장애물. 가정 학교 직장 심지어 병원도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 , , 

있다 접근 불가능한 교통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 , , 

이다 낮은 교통 접근성은 척수장애인이 병원과 요양원을 떠나 자립하는 것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

• 부정적인 태도. 예를 들어 사지 마비가 죽음보다도 더 심한 운명이라거나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일을  , , 

할 수 없고 친 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다 심지어 가족들도 부정적인 태도와 낮은 . 

기 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종종 편견은 지식의 부족과 직접적인 접촉의 부족에서 발생하게 된다. , . 

• 지식의 부족. 재활 업무 종사자들이 척수손상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 , 

제공자의 전문성 부족은 척수장애인에 한 적절한 보조 기기나 기술 제공을 방해할 수도 있다 차 치료 . 1

인력이 척수손상과 관련된 예방 가능한 합병증에 해 모를 수도 있으며 진단의 그림자화, (diagnostic 

로 인해 척수장애인이 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일반적인 의료적 요구에 한 치료가 이루어지overshadowing) 지 

않을 수도 있다. 

척수손상은 예방 가능하다4. .

•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망과 장애는 도로 환경 차량의 안전 운전자의 행위 개선을 강조하는 안전 시스템  , , 

전략을 통해 줄일 수 있다 (18).

예를 들어 안전 벨트 착용 의무 법안은 년에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도입되었고 도로 설계와 , 1970 , 

차량 안전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결합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척수손상 발생률이 , 

감소했다4% (19). 

• 건강과 안전에 관한 작업장 규범을 통해 광산 건축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 , 손상을 줄일 수 있다.
• 총과 도검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지 법안 허가제  . , 

도입 구매 최소 연령 설정 구매자 이력 조회 안전한 보관 장소 마련 등의 요구 사항을 포함한 접근 제한 , , , 

조치의 실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오스트리아 브라질 미국의 몇몇 주에서 성공적으로 진행. , ,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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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와 여가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설계 개선 예 수영장 놀이 시설 스키 슬로프 안전 정보 예 낮은  ( : , , ), ( : 

물에서 다이빙의 위험성 럭비 코치 교육 제공 스포츠 전반에 걸친 인식 개선을 통해 , ) , 최소화할 수 있다. 

• 조기 발견과 치료는 척추 결핵 뿐만 아니라 암에서 발생하는 척추 종양 (20) 유병률을 낮출 수 있다. 
• 영양 개선을 통해 이분척추증과 기타 신경관 결손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임신 전후 자발적인 경구 (21). 

엽산 보충제 착상 전후 개월 복용은 이분척추증을 포함해 신경관 결손 신생아 출산 확률을 줄일 수 있는 ( 3 )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에 엽산을 첨가하는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에서도 이분척추증 발생률이 (22,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4-27). 

척수손상 이후에도 생존 가능하다5. .

• 적절한 입원 전 처치는 즉각적인 생존을 위해 중요하다. 척수손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빠른 판단 조기 진단 , ,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외상성 척수손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입원 전 관리가 필요하다 즉 바이털 사인과 . . 

의식 수준 측정을 포함한 신속한 진단 생명 기능 안정화 장기적으로 척추를 안정시키기 전까지 신경 기능 , , 

보존을 위해 척추 고정 및 출혈과 체온 및 통증 관리를 포함한 초기 손상 관리 실시 환자를 관련 의료 시설, 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의 입원 전 관리가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환자가 적절한 응급 구호 서비스. , 를 

받을 수 있는 급성기 치료 기관에 시간 이내 도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2 . 

• 급성기 치료에서는 안정화가 최우선이다. 급성기 치료에는 수술적 처치와 보존적인 처치가 포함되지만 척 , 

수손상 및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의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손상 수준 골절 형태 불안정 정도 신경 . , , , 

압박 여부 다른 손상의 영향 수술 시기 전문적이고 적절한 내과 및 외과적 시설 같은 이용 가능한 자원, , , , 

시행하려는 처치의 예후와 효과 및 위험 요소 등을 포함한 가장 적절한 처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척수장애인과 가족은 보존적 치료법과 수술적 치료법에 관한 사전 정보. , 를 

제공받은 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속적인 보건 의료 관리가 생존과 양질의 삶을 위해 필요하다. 척수장애인은 요로관 감염과 욕창 같은 척수

손상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보건 의료의 접근을 통해 오랫동안 완전한 삶을 건강하게 . 

영위할 수 있다 척수장애인은 호흡기 감염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종종 건강 상태가 취약해지. , 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조언에 따라 제공되는 카테터나 알맞은 방석 같은 제품과 더불어 . 

기본 보건 의료에 한 접근이 보장되지 못하면 척수장애인은 조기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척수손상 이후에도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다6. .

의료 서비스 필요한 경우 활동 보조 그리고 보조 기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척수장애인은 다시 , , 

공부할 수 있고 자립 생활과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고 가족과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 .

• 일단 몸 상태가 안정화되면, 기능을 극 화하고 가능하면 자립적인 생활을 최 한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급성기 및 급성기 이후 의학 치료와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서비스 전달 모델이  

있지만 전문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비전문 센터의 서비스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결과적으로 합병증에 , , 

적게 걸리고 재입원 사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척수장애인은 방광과 장 기능 조절 통제를 최우선 순위에 . 

두어야 한다 치료를 통해서는 하지와 상지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일상생활의 자립을 위한 기술을 배울 . 

수 있다 정신 건강 서비스와 조언도 중요하다 우울증은 기능 향상을 더디게 만들고 합병증 발생을 높일 . . 

수 있다 성과 생식 관련 건강 정보와 지원도 재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

• 적절한 보조 기구는 재활의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척수장애인의 이상은 어떠한 형태든지 휠체어 , 90% 가 

필요하며 개인이나 사용 환경에 맞는 적절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 집 내외부 개조 환경 통제 그리고 , . , , 

때로는 사지 마비 장애인을 위한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다른 보조 기기 기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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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조 그룹 접근 가능한 건물과 교통 직업 훈련 , , , 

차별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아동과 성인 장애인은 다시 공부할 수 있고 자립적으로 살 수 있고 경제적 , , , 

기여를 하며 가족과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

제안

척수손상에 관한 보건 분야 대응 능력 향상1. 

이를 위해서는 보건과 재활 인력의 역량 구축 예방과 조기 응 서비스 강화 적절한 의료 서비, , , 스와 

재활 서비스의 이용과 접근 보장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코디네이션 증진 척수손상에 , , 

따른 엄청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한 의료 보험 적용 범위 확 적절한 보조 기기 기술과 의료 건강 , 

제품 지원을 위한 전략 확인이 필요하다.

척수장애인과 가족의 역량 강화2. 

척수장애인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퇴원 이후 자신들의 건강 관리에 한 책임을 . , 

스스로 질 수 있어야 한다 재활 기간에는 가족도 정보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과 다른 . .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덜어 줄 지원도 필요하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활동 보조인의 자립 생활 모델이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척수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비용 비 효율적일 수 있다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은 저소득 국가에서 중요하, . (CBR) 다. 

모든 상황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자조 그룹 장애인 단체를 통해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참여를 촉, , , 진

할 수 있다 신체적 활동과 스포츠에 한 접근도 생리적 심리적 웰빙에 기여할 수 있다. , .

척수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3. 

일반적인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의 한 부분으로서 의사와 기타 의료 전문가의 학부 교육 과정을 

포함해 다양한 인력 양성 과정에 개입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실 활동에 참여 언론을 통한 인식 , ,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건물 교통 정보 접근성 보장4. , , 

이를 위해서는 강제적인 국가 접근성 규범 마련 건축가와 디자이너에게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 , 

사회 주택에 한 접근 개선 급행 노선버스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적용 장려 민간 택시의 접근, ‘ ’ , 성 

보장 의무화 접근성 문제 협의와 진행 과정 모니터링에 장애인 단체의 참여 등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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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자영업 지원5. 

직업 훈련 유연한 근무 시간 고용 지원 생계에 초점을 맞춘 지역 사회 중심 재활 프로젝트 등은 , , , 

척수장애인의 직장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이다 사회 보호 시스템은 상자의 상태와 경제적 . 

상황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직장으로의 복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 

해야 한다. 

적절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 장려6. 

척수손상에 관한 일상적 데이터 수집과 연구의 증가 및 향상을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내용이 있다. 

특히 표준 손상 외인에 관한 국제 분류 의 용어를 활용한 척수손상에 관한 세분화된 통계는 (ICECI)

발생 경향 분석 지원과 정책 응 모니터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삶의 주요한 영역에 걸친 인구 . 

기반 종적 코호트 연구와 더불어 병원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한 척수손상 등록 시스템은 

척수손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서비스 지원 측면에서는 비용 결과 비용 . , , , 비 

혜택에 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다음 단계

제안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건 교육 사회 보호 노동 교통 주택 등 다양한 분야와 정부 장애, , , , , , , ( 인 

단체를 포함한 시민 사회 단체 전문가 민간 영역 척수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된) , , , , 다. 

다양한 분야의 주체는 다학제적 팀워크를 통해 성공을 극 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핵심적인 . 

것은 정부가 자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원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는 .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히 기술적 지원과 역량 구축이 요구되는 행동은 장애와 개발에 관한 국, 제 

협력의 프레임워크 안에 포함시켜 진행할 수도 있다.

▶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 근거에 기반하고 척수장애인을 존중하는 효과적인 차 예방 프로그램에 투자1

• 척수장애인을 위한 건강 재활 지원 서비스 제공 향상, , 

• 중앙 척수손상 등록 시스템을 포함해 척수손상 데이터 수집을 위한 국가 표준 장려

• 과도한 손상 관련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한 적절한 보험 계획의 보장

• 장애에 한 부정적인 태도에 처하기 위한 중 인식 개선 정보 제공 교육 지원, , 

• 주택 교통 공공건물을 포함한 적절한 접근성 표준 채택, , 

• 척수장애 아동과 성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학교와 학에 다닐 수 있는 교육 정책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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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장애인의 직업 준비를 돕기 위해 직업 재활에 한 접근 보장

• 장애인 권리 협약에 부합하는 차별 금지 법안의 채택 등이 있다. 

▶ 건강 사회적 보호 전문가와 관련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

• 척수장애인과 가족을 포함한 협업의 다학제적 접근 방법 구현과 더불어 적절한 척수손상 보건 의료 제공 

• 척수장애인과 가족이 역량 강화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최 한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장려

• 척수손상에 한 인식 개선과 척수손상 연구 증진을 위해 의료 및 관련 건강 전문가 양성 교육 커리큘럼에 

척수손상 과목 포함

• 다양한 맥락에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선의 재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 실시 등이 

있다.

▶ 장애인 단체와 비정부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 활동 보조인 제도 지원을 포함해 동료 네트워크와 자조 단체의 발전 장려

• 장애에 한 부정적인 태도에 처하는 중 인식 개선 정보 제공 교육 활동 계획에 기여, , 

• 척수장애인의 스포츠 종교 문화 여가 기회 접근 지원, , , 

• 건강 관리 지원과 지지 주택 접근성 및 이동성 교육과 고용 문제에 하여 척수장애인과 가족 교육 및 , , , , 

역량 강화 지원

• 자원이 부족한 곳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 사회 중심 재활 계획 개발 등이 있다.

▶ 서비스 제공자가 할 수 있는 일은,

• 자원에 민감하고 알맞은 그리고 시기적절하며 새로운 서비스 구축 지원 척수손상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 , , 

지원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척수손상 정보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연례 보고서 형식으로 인터넷에 게재하여, , 

사람들이 웹 서핑을 통해 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협력적 통합적 다학제적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지역 사회 중심 관리의 원활한 , , , , 

단계별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 서비스 계획과 전달 시 척수장애인과 가족을 파트너로 참여시키며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 결정, , , 

계획 목표 설정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 척수장애인과 가족을 포함시키는 것 등이 있다, , , .

▶ 학계가 할 수 있는 일은,

• 척수손상 연구를 장려하여 개입 초치에 관한 근거 기반 확

• 이 보고서의 제안 사항 이행을 위해 정책 입안자와 다른 주요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킴

• 적절히 훈련된 건강 전문가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 교육 장려 

• 장애와 관련된 인권 문제를 교사 의사 의학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 커리큘럼에 반드시 포함, , 

• 차 고등 교육과 연구에서 척수장애인의 참여를 막는 장애물 제거 등이 있다3 ( ) . 

▶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 적절하고 비용적으로 감당할 만한 보조 기기 기술 개발에 투자

• 건강 스포츠 교육 분야에서 척수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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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취업 정당한 편의 제공 척수장애 근로자의 직장 복귀 지원을 보장하여 척수장애인을 채용하는 내용 , , 

등이 있다. 

▶ 척수장애인과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 척수장애인의 건강 관리 문제에 해 스스로 교육

• 동료 지원과 자조 프로그램에 참여

• 지역 사회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에 기여

• 학교와 직장으로의 조기 복귀를 위한 기회 활용

• 적절한 경우 삶의 기회 향상을 위한 자영업 활동 재교육 및 개발 고려 등이 있다, .

결론

외상성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발생률은 줄일 수 있고 또한 반드시 줄여야 한다 그러나 항상 새로운 , . 

척수손상 사례는 발생하게 될 것이다 척수손상은 개인의 삶에서 가장 황금 같은 시기에 지속적. 

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적절한 의료적 재활적 조치 및 이후에 지원 서비스와 접근 가능한 . , 

환경의 보장은 척수장애인과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 는 

또한 의존과 생산성 손실의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낮은 자존감과 손상된 삶의 , 

질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비용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켜 줄 것이다 척수손상은 예방 가능. 

하며 생존 가능하고 건강한 생활과 사회적 통합의 장애물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다른 이해 , , . 

당사자의 시급한 실천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행동 없이는 척수손상은 앞으로도 계속 재앙으로 남. , 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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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결괏값들 발생률 유병률 병인 사망률 비용 등 에 대한 ( , , , , )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사용된 방법들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보고 지침(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이 체계적 검토와 메타 분석의 투명하고도 포괄적인 보고를 보장하기 위한 Meta-analyses: PRISMA)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었다 는 주요 (1). PRISMA 선도 기관들과 의학 저널에서 지지하고 있다(2).

▶ 연구 전략

2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펍메드 메드라인 엠베이스000 1 1 2012 8 15 / , (Pubmed, Medline, EMBASE) - 

온라인 의학 관련 전산 데이터베이스 와 라틴 아메리카 캐리비언 보건 과학 문헌- - (Latin American 

인도 메드라스 센터and Caribbean Health Sciences Literature), (Indian Medlars Centre: IndMed)와 

아프리카 메티쿠스 인덱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련 출판물을 검색했(African Index Medicus: AIM) 다. 

이 검토를 통해 외상성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원인을 이 보고서 장에 포함시켰고 국제 척수손상 , , 4 , 

데이터 세트 를 통해 분류하였다 그리고 척수손상(International Spinal Cord Injury Data sets) (3-5). ‘ 들

(spinal cord injuries) 척수손상’, ‘ (spinal cord injury) 척수부상’, ‘ (spinal cord lesion) 하지마비’, ‘

(paraplegi 사지마비*)’, ‘ (tetraplegi 사지마비*)’, ‘ (quadriplegi 외상성 척수손상*)’, ‘ (traumatic spinal 

cord injury) 척수손상과 이분척추증’’, ‘ (spinal cord damage’ and ‘spina bifida)’이란 용어와 단축어인 

척수손상‘ (SCI) 외상성 척수손상’, ‘ (TSC 비외상성 척수손상)’, ‘ (SCI)’이란 자유어 를 이용해 (free term)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추가적으로 결과와 관련된 자유어 인 유병률. (free term) ‘ (prevalence) 발생’, ‘ 률

(incidence) 역학’, ‘ (epidemiology) 의 원인’, ‘~ (cause of)’ 사망 원인, ‘ (cause of death) 비용’, ‘ (cost*)’, 

병인학‘ (aetiology) 병인학’, ‘ (etiology) 사망률’, ‘ (mortality) 등도 포함시켰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 . 

가능한 경우 의학 학술 정보 분류 체계 와 척수손상, MeSH terms - - ‘ (spinal cord injury) 하지마비’, ‘

(paraplegia) 사지 마비’, ‘ (quadriplegia), 척추 파열증‘ (spinal dysraphism) 과 같은 척수손상 의 ’ (SCI) 주 

제목 표명 및 인과 관계‘ (causality) 역학’, ‘ (epidemiology) 발생률’, ‘ (incidence) 유병률’, ‘ (prevalence)’, 

사망률‘ (mortality) 병인학’, ‘ (etiology) 사망 원인’, ‘ (cause of death) 비용과 비용 분석’, ‘ (costs and 

cost analysis) 과 같은 결과어를 사용하여 본문 검색을 했다 문헌 검색은 특별한 언어 제한 조건 없이 ’ . 

수행되었고 검색은 사람으로만 제한을 두었으며 자유어 검색도 제한 조건 없이 자유롭, MeSH term , 게 

A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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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고 초록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만 포함시켰다, .

또한 추가적 출판물의 검토를 위해 계통적 고찰 문헌과 문헌 요약에 있는 참고 문헌 리스트도 검토

하였으며 그리하여 인쇄에 앞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년 월 일까지 온라인에서 , 2012 8 1 2012 10 (2012 10 8

확인 가능한 까지 온라인에 먼저 발표된 논문들인 전자 서적 에 해 온라인 수기 검사를 진행) (EPUB)

하였다 검토한 저널들은 다음과 같다. . 

척수( 척수 의학 저널 척추 재활 의학 저널Spinal Cord), ( Journal of Spinal Cord Medicine), (Spine), ( 

신경 외상 저널 물리 치료 및 재활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Journal of Neurotrauma), 

기록 미국 물리 치료 재활 저널(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 ( American 

역할 저널 국제 역학 저널Journal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PM&R), (Epidemiology), 

미국 역학 저널 유(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럽 

역학 저널 역학 및 지역 사회 보건 저널(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 (Journal of Epidemiology 

임상 역학 저널 유럽 척추 저널& Community Health),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European 

골관절 수술 저널 스칸디나비아 정형학과 저널Spine Journal), (Journal of Bone & Joint Surgery), 

아시아 척추 저널 세계 척추 저널(Acta Orthopaedica Scandinavica), (Asian Spine Journal), (Global 

신경외과 척추 저널 인도 신경학 저널Spine Journal), - (Journal of Neurosurgery: Spine), (Neurology 

국제 보건 의료 기술 평가 저널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Assessment in Health 

국제 임상 평가 저널 보건 서비스 연구 정책 Care), (Journal of Evaluation in Clinical Practice), & 

저널(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마지막으로 데이터 확인을 위해 척수손상 등록 웹 사이트를 검색했다 이후의 보고서 제작 과정 동안 . 

무작위로 검색한 년 월 일 이후 출판된 관련 문헌은 관련된 장의 정보 보충을 위해 사용하였다2000 1 1 . 

비용 결과 관련 사례는 출판물 참고 목록 검토를 통해 발췌한 년 이전에 발행된 특히 중요한 ‘ ’ , 2000

출판물 또한 검토에 포함시켰다.

▶ 포함 기준

중복에 한 확인 후 얻어진 결과들의 제목과 초록을 두 명의 검토 위원이 체계적인 고찰 안에 포함, 

시키는 것이 적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였다 적격 여부가 초록을 바탕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에는 전체 문서를 구해서 필요한 경우 번역해서 검토했다 불확실한 부분은 명의 연구자로 구성된 , . 5

합의 그룹을 통해 해결하였다 발생률 과 유병률 의 결과치에 해서는 일반 인구 비 해당 . ‘ ’ ‘ ’ (1) 

인구를 기술하였고 주요 병인의 하위 그룹 하지마비 사지마비 외상성 척수손상 비외상성 척수손(2) ( , , , 상, 

이분척추증 을 포함한 논문은 검토 상에 포함시켰다 사망률 에 관한 논문들의 경우 아래의 내용 중 ) . ‘ ’

적어도 하나 이상을 정의한 경우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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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층화된 혹은 되지 않은 상  사망률 표준 사망률 기  수명(a) ( ), (b) , (c) (SMRs), (d) 

병인 의 경우에 외상성 척수손상 혹은 비외상성 척수손상 손상의 원인이 보다 구체적인 원인‘ ’ , (a) , (b) 

즉 차량 충돌 스포츠 폭력 으로 나타난 외상성 비외상성 척수손상 분포 하위 그룹의 백분율에 ( , , , ) , , (c) 

한 자료가 있는 연구에 검토에 포함시켰다 비교 분석의 경우에 병인 데이터는 필요한 경우에 . ISCoS가 

권고한 분류 방법 을 사용해 재분류하였다(3, 5) . 

▶ 배제 기준

모든 결괏값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만을 다룬 연구는 검토에서 제외했다 척수손상의 하나, . 의 

하위 분류적 상태만을 다룬 경우 골연골 이형성증 신경 매독 척수성 소아마비 인체 림프 영양성 ( , , , T 

바이러스 감염 유전성 강직성 마비 락트인 감금 증후군 이완성 마비 브라운 세커드 신드롬 중심 , , ( ) , , , 

척수 증후군 방사선 검사상 이상이 없는 척수손상 악성 척수 압박 특정한 합병증이나 , (SCIWORA), ), 

동반 질환만을 다룬 경우 혈관계 혹은 척추 수술 암 발생 이후 소수 인종이나 직업과 관련된 경우 퇴( , ), ( 역 

군인 전체 모집단을 표하지 못하고 하나의 특정한 상황만 관련된 경우 일과 관련된 척수손상 치료 ), ( ), 

비용 비교나 세부 치료와 관련된 경우 혈전증 소작 약물 등이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례만 등록된 ( , , ) . 

경우 예 외상 등록 시스템 내의 차량 사고 나 사례 연구인 경우에도 제외를 했다 이분척추증의 경우( : ) . , 

발생률 데이터를 보고한 논문에서만 데이터를 발췌했으며 가능한 경우에는 식이 엽산 첨가 강화 전후 , 

연구에서도 발췌를 했다 그리고 데이터가 불완전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제외했다 예 사망자와 척수손. ( : 상 

사례의 숫자가 없는 경우). 

미국 척수손상 모델 시스템 은 사회 통계학적 시 적 영역 (US Spinal Cord Injury Model System) , 

전반에 걸쳐 층위의 측면에서 가장 세 하고 풍부한 데이터 표성을 가진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년 보고서에서 데이터를 발췌했다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는2011 (6). , 

합의 그룹이 먼저 그 논문의 영문 초록을 검토한 후 데이터 추출을 위해 번역할 만한 표성을 가진 

연구인가를 결정했다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출판물인 경우에는 체계적인 검토를 포함할 . , 수 

있는 가장 최근 혹은 포괄적인 연구를 선택했다.

▶ 데이터 추출

데이터는 주요한 연구의 특성 포함과 배제 기준에 관련된 정보 결과 도출을 위한 모든 관련 데이터, , 

발( 생률 유병률 병인 사망률 비용 에 관한 전체 논문에서 추출하였다 추출한 데이터의 품질은 기록 , , , , ) . 

데이터의 교차 확인을 위한 검색 방법에서 차용한 기존의 체계적인 검토 방법을 사용해서 테스트하였다. 

최종 요약 테이블 데이터는 다시 한번 상호 교차 확인 및 명의 합의 그룹 멤버들이 원래의 논문과 3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관련된 데이터가 그래픽 자료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예 누적 생존을 . ( : 

구하기 위한 카플란 마이어 표 그래프를 스캔해서 그래픽 디지타이저 소프(Kaplan Meier) ), (Digitizer) –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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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를 사용해 데이터로 변환시켰다 또한 발생률을 알 수 없으나 잘 규정된 자료 수집 구역 부분 . , , (

국가 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 외상성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전체 숫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 연) , 구의 

경우에는 략적인 발생률을 추정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획득한 정보 국가별 국가 통계청 혹은 세계 , (

질병 부담 데이터베이스 를 바탕으로 국가별 모집단 규모를 추정했다(Global Burden of Disease) ) . 

▶ 추정의 재계산

모집단 평균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의 경우에는 각각의 층의 상  모집단에 가중치를 부여한 확인, 된 

층화 추정치를 이용해 모집단 평균 추정치를 추출했다. 

▶ 도표 회원 지역의 외상성 척수손상 분포2.5. WHO 

성인과 성인 소아 혼합 모집단 내의 외상성 척수손상 병인을 다룬 연구를 다양한 기준에 근거해 지역/ 별 

병인 총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선택하였다 자료가 있는 경우 부분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전국적인 . , 

혹은 규모 연구를 선택했으나 이 중에서도 교통사고와 추락 내용을 다룬 경우에만 선택하였다 수년 , . 

동안 중복 내용 보고로 병인 전반에 걸쳐 층화가 부족한 연구는 배제하거나 혹은 병인의 형태를 기타‘ ’ 

항목으로 분류했다 미국의 국가 척수손상 통계 센터 의 가장 최근 년 연례 보고서 를 . (NSCISC) 2011 (6)

주요 데이터 소스로 이용했으며 또한 매년 중복되는 데이터와 모델 시스템 데이터에 의존하는 특정 , 

연구에서 사용한 하위 그룹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이용했다. 

외상성 척수손상의 전반적인 병인에 관한 지역별 추정은 두 단계에 걸쳐 도출되었다 첫째 국가별 . , 

외상성 척수손상 병인은 이용 가능한 연구의 샘플 사이즈의 인수 분해를 통해 원인의 가중 평균 분포를 

이용해 추출했다 둘째 지역별 외상성 척수손상 추정은 데이터를 제공한 국가의 년 모집단 규모. , 2011 를 

인수 분해해서 국가별로 구분된 원인별 외상성 척수손상의 가중 평균 분포를 이용해 계산했다 모집단 . 

데이터는 유엔 통계국의 온라인 자료에서 가져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만 에서 획득한 데이터(7). , (8) 를 

중국의 추정치 계산을 위해 이용했으나 상 적으로 작은 샘플 크기를 고려할 때 전반적인 추정치에는 , ,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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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이용한 데이터 소스의 한계점2

활용 가능한 가장 좋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 장에서 사용한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 척수손상 사례 정의와 포함 기준의 차이

• 이용 가능한 척수손상 데이터 표성의 차이 데이터의 실질적인 표성이 항상 명확하지 않음 예 국가별 통계. . : 가 

국가 지역 하부 지역 데이터 중 어디에서 추출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음, , .

• 수집된 지역 혹은 국가 데이터의 완전성 수준의 차이( ) 

• 방법론적 리포팅 의 부적절한 품질(methodological reporting)

몇몇 구체적인 한계는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주요 지표와 관련해 확인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발생률 사례의 소스 모집단 자료 수집 지역 이 종종 제 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특히 지역별 데이터 여러 센터 : ( ) , , 

혹은 단일 센터 데이터에 관한 연구에서는 더욱 심했다 예 상 병원이 지역에서 유일한 척수손상 의뢰 센터( : 

인지가 항상 명확하지 않음 게다가 외상성 척수손상 발생률은 종종 척수손상 발생 시점에 사망한 사람의 포함 ).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다 또한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경우에는 종종 삶의 마지막 케어 시점에 척수손상으로 . , 

확인된 사람의 포함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다. 

• 유병률 사례의 조 모집단은 종종 제 로 정의되지 않았다 부분의 국가는 이용 가능한 직접적인 유병률 : . 

데이터가 없었으며 체 데이터도 구하기 어려웠다 예 보험 데이터 장애 수당 데이터 등 그 결과로, (proxy) ( : , ). , 

유병률 추정은 종종 략적인 추정을 포함한 취약한 근거 기반에 의존한 연구 모델에서 추출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 사망률 누적 사망률 예 카플란 마이어 방법 사망률 모델링 혹은 사망률 위험 요소 사건까지의 분석 시간: ( : - ), , ( , 

콕스 회귀 모델 의 평가에 있어서 사례의 포함과 배제에 관한 방법론적 기준과 절차가 일반(Cox regression) )

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와 환자의 사망 여부. , 를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환자를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경우 관한 연구 보고서는 (Right censoring: ) 

거의 없었다 게다가 조기 사망 사례가 분석에 포함된 여부가 종종 명확하지 않았다 연구 . (Left censoring: 

시작 전 사건 발생).

• 병인 향후에 진행되는 연구는 외상성 비외상성 척수손상 병인의 분류와 계층적 보고에 관한 의 국제 : , ISCoS

권고를 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게다가 일과 자해 자살 시도 로 인한 외상성 척수손상의 사례는 체계적으로 . ( )

문서화될 필요가 있다 예 의 분류에 더해서 추락의 원인을 작업이나 자살 등으로 세분화( : ISCoS , ). 

B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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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척추증 데이터의 메타 분석

이분척추증 연간 발생률 추출 데이터에 관한 무작위 효과 메타 분석은 가지 타입의 * (random effects) 3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서머리 추정치를 얻기 위해 시행되었다 분석에서 완전 성과 우선적인 사용의 . 

늘어나는 순서에 따라 데이터 타입에는 생존 출산 데이터만 생존 출산과 사산 데이터 생존 출산 및 , , 

사산과 임신중절 데이터를 포함시켰다 메타 분석은 메탄 이란 명령어를 사용해 통계 패키. ‘ (metan)’ 지인 

버전 를 가지고 시행했다 표준 오차를 반영한 연간 발생률은 포인트 추정과 개별 연구의 STATA( 12.1) . 

분산 측정을 위해 각각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는 숲그림 방식으로 그래픽적으로 표현. (Forest plots) 

됐으며 데이터 타입으로 층위화되었다, .

보고된 발생률 사례에서는 인종 사회 경제적 상태 측정 기술 문화적 영향 을 포함한 여러 요인 , , , (1, 2)

때문에 몇몇 편차가 관찰되었다 전체적인 비율에 한 관찰된 편차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민감성 . ,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분석을 시행할 때 오만에서 알라스포르 등이 중국에서 리. , (Alasfoor) (3), 

등이 진행한 연구처럼 다수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특히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연구는 (Li) (4, 5) , 

제외하고 실시하였다 오만 연구만 제외했을 때 이분척추증 발생률은 으로 떨어졌다 리. , 7.4/10,000 . (Li) 

등이 진행한 두 연구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발생률은 이 되었고 반면에 오만의 연구와 , 8.4/10,000 , 

두 개의 중국 연구 모두를 제외하면 발생률은 까지 떨어졌다, 7.2/10,000 .

이분척추증 발생률의 메타 분석 안에 포함된 각각의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타입의 영향을 고려한 

메타 분석 결과 이외에도 하위 그룹 분석이 진행되었다 하위 그룹 분석 결과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 , 

모든 연구를 포함해 계산한 발생률인 과 비교했을 때 생존 출산율만을 이용한 연구에서 발8.4/10,000 , 

생률은 으로 나타났다4.5/10,000 .

* 주 이분척추증에 한 문헌 자료에서 유병률 과 발생률 이란 용어가 모순적으로 사용되었다 로스만: , ‘ ’ ‘ ’ . (Rothman) 

등 은 어느 정도 변형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비율을 유병률로 정의했으나 발생률로는 정의하지 않(6) 았다. 

그러면 변형의 발생률은 태아의 모집단에서 발생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서는 임신 . , , 

중절 데이터를 포함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이용한 연구가 포함되었던 것처럼 발생률 이란 용어를 이분척추, ‘ ’

증의 비율을 리포팅할 때 사용했다. 

C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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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 강화식품이 이분척추증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 분석

질병 부담 엽산 강화식품 의 부족으로 인한 이분척추증 태아 임신의 추가적인 사례 은 다음의 ( (FAFF) )

가정과 고려하에서 예측되었다 즉 이분척추증이 상 적으로 드문 조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생존 . , , 

출생 숫자는 자발적 낙태 사산 임신 중절 포함한 모든 임신으로 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 , , (TOP) ) . 

므로 발견되지 않은 사례는 추정 발생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는 세계적으로 이분척추, FAFF 증 

발생률에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담 계산을 위해서 이분척추증 배경 발생률. , (background 

의 지역별 추정을 계산했다 이는 지역적 편차 문제를 처리해 보다 정확한 추정을 하incidence rates) . 기 

위함이다. 

잠재적으로 예방 가능한 이분척추증 임신의 추정 숫자는 생존 출생 시 이분척추증의 발생률 을 보고(IR) 한 

연구만을 가지고 계산한 의 효과 크기 에 기반을 두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출산 FAFF (effect size) . 

데이터는 생존 출산에 해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연구 사이의 이질성을 어떤 측정 변수 즉 섭취 이전의 발생률과 사용한 데이터 , , FAFF 타입

생존 출생만 생존 출생 사산 혹은 임신 중절 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메타 회( , & , ) 귀 

분석을 실시했다 메타 회귀 분석은 메타레그 란 명령어를 사용해 통계 패키지인 버. ‘ (metareg)’ STATA( 전 

를 가지고 시행했다 메타 회귀 분석 결과 법안 이전의 이분척추증 발생률은 의 효과12.1) . , FAFF FAFF 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된 출생 데이터의 타입과 의 효과는 유의미. FAFF 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모델은 원래의 메타 분석에서 나타난 이질성의 를 . , 92%

설명하고 있다(그림 D.1 참조) 섭취 이전의 배경 발생률이 의 효과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 FAFF FAFF

잠재적으로 피할 수 있는 이분척추증 임신의 수 이 정보는 메타 회귀 분석을 통해 구했다 를 계산- –
하는 경우 고려했다 그러므로 이분척추증의 부담 값이 생존 출생 데이터만을 적용해 계산한 발생률과 . , 

효과 크기를 사용한 추정치인 경우 잠재적으로 건의 이분척추증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 37,979 을 

얻을 수 있다.

이 분석이 생존 출생 데이터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예방 가능한 임신의 숫자는 여러 이, 유로 

인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만약 이분척추증인 경우에 임신 중절을 했을 가능성. , , 이 

D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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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커질 수도 있다 또한 비록 문헌에서는 이분척추증 임신의 사산 위험성 증가에 한 내용을 제시. ,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이분척추증의 영향으로 인한 사산 관련 정보의 부족은 정확한 발생률을 희석시, 

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림 ( D.1) 섭취 이전의 이분척추증 발생률과 의 효과 위험비FAFF FAFF ( )

출생 데이터만 적용

모든 출생 데이터 적용

출생 연구만 추적

다른 연구도 추정

위
험
 비
율
(이
후
/이
전
)

임신 10,000 건당 FAFF 섭취 이전 이분척추증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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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Accessibility)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 

있는 환경 서비스 상품의 정도, , .

접근성 기준(Accessibility standard)

기준은 일반적인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질적 수준. 

접근성의 원칙은 법과 조약에 의해 정해질 수 있고, 

규범 기준 코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술되며, , , 

강제적일 수도 자발적일 수도 있다.

보조 기기 보조 기술/
(Assistive device or technology: AT)

사람의 업무나 활동 수행을 증  및 유지하고 도울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습득 개조 맞춤화할 수 있는 , , 

기기의 어떤 부분이나 부품.

지역 사회 중심 재활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

장애인의 재활 기회 평등 빈곤 퇴치 사회 통합을 , , , 

위한 일반적인 지역 사회 개발 전략 지역 사회 중심 . 

재활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가족과 정신 건강, , 

교육 직업 사회 기타 서비스 관련 정부 비정부 , , , ·

기관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이행. 

동반 질환(Co-morbidity)

일차 건강 상태와 관련이 없거나 독립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건강 상태.

장애인권리협약(CRPD)

유엔에서 년 채택한 국제 협약으로 장애인의 2006 , 

존엄 비차별 참여 접근성 평등과 같은 일반적 , , , , 

인권 원칙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 , - 

가족과 공동체 교육 고용 보건과 사회적 자원에 , , , 

한 접근 과 관련된 구체적인 인권을 기술하고 - 

있다 권리 협약은 명시적인 사회적 경제적 개발 . , 

측면을 담고 있다.

장애(Disability)

에서 손상 활동 제약 참여 제한에 해 사용ICF , , 

하는 광범위한 용어로서 어떤 건강 상태의 개인과 , 

환경 개인 요인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부정적 &

측면을 나타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Enabling environments) 

장벽을 제거하고 촉진적 내용의 제공을 통해 개인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인간이 구축한 물리적인 환경.

환경 요인(Environmental factor)

에서 기술하는 사람이 살아가고 삶을 영위하기 ICF , 

위한 물리적 사회적 태도적 환경 특징 예를 들어, , . , 

상품과 기술 자연환경 지원과 관계 태도와 서비스, , , , 

시스템과 정책 등.

기능(Functioning)

에서 신체 기능 신체 구조 활동 참여를 설명하ICF , , , 는 

용어 기능은 건강 상태와 함께 개인과 그 개인의 . ( ) 

상황적 요인들 환경 요소와 개인 요소 간의 상호 ( ) 

관계를 긍정적으로 기술한다 기능 이란 용어는 신. ‘ ’ 체 

기능만을 언급. 

이차 건강 상태(Health condition, secondary)

일차 건강 상태에 있는 개인이 경험할 수도 있는 부가

적인 건강 상태로 이는 일차 건강 상태에서 유발되, 는 

높은 감염성이나 취약성에서 유발된다 예 욕창. : 

손상(Impairment)

에서 손상 은 통계학적인 인구 표준에 기반하여ICF ‘ ’ , 

신체 구조나 정신 기능을 포함한 신체 시스템의 생( ) 리

학적 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경우를 지칭.

척수손상 발생 건수(Incidence of SCI)

구체적인 기간 동안 새롭게 발생한 척수손상 사례의 숫자.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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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의 외적 요인에 따른 국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External Causes of Injury: ICECI)

국제 보건 기구 가 손상의 형태 손상의 상황(WHO) , , 

원인을 분류한 내용으로 손상의 발생을 측정하고 ,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건강 상태 경험과 관련된 건강과 건강 관련 기능의 

상황을 기술하기 위한 표준 언어와 개념적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는 국제 보건 기구 의 분류법(WHO) . 

국제 척수손상 데이터 세트(International SCI Data Sets)

데이터 세트는 척수손상과 관련된 생리학적 심리학, 적 

특성의 핵심 카테고리와 삶의 질에 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새로운 치료법 재활 전략과 , , 

장비 시험을 위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음.

저상 버스(Kneeling buses)

문자 그 로 이동에 불편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탑승구를 낮출 수 있게 설계된 버스.

사망률(Mortality rate)

한정된 지역과 한정된 기간에 발생하는 특정 인구나 , 

각 개체군 내의 사망자 비율.

비외상성 척수손상
(Non-traumatic spinal cord Injury: NTSCI)

비외상성 원인으로 인해 척수에 가해지는 어떠한 

손상 예를 들어 이분척추증이나 감염에 의한 중도 . , 

손상 혈액 공급 소실 심근경색 암이나 종양 혹은 , ( ),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척추뼈가 서서히 퇴행하면서 

발생하는 척수 압박과 같은 선천적 유전적 기형· .

보조 교통수단(Paratransit)

장애인 노인 주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 

들의 교통 요구에 맞추어 마련된 고정 노선이나 , 

스케줄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민영 혹은 공공의 안적 교통수단 예 미니버스나 ( : 

택시 또한 특별 교통 서비스). (Special Transport 

로 알려져 있음Serivce: STS) .

욕창(Pressure ulcers (sores))

피부에 가해지는 압박이나 혹은 피부 마찰과 압박이 

함께 일어나서 주로 뼈 위의 피부와 내부 조직에 발생

하는 국부적 손상으로 경증 욕창부터 조직 괴사에 , 

이르는 심각한 욕창까지 다양하게 발생.

척수손상 유병률(Prevalence of SCI)

한정된 인구에서 한정된 기간에 발생하는 척수손상의 

모든 사례 총합.

점진적 실현(Progressive realization)

건강권처럼 어떤 경제적 사회적 인권을 인정하는 , 

인권법의 원칙으로 자원의 제약으로 국가가 단기간, 에 

달성하긴 어렵지만 반드시 보유한 수단을 통해 달성

해야 하며 가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다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원칙.

의지 기사 보조 기사- (Prosthetist orthoptist)–
보철 보조 기기나 기능 향상을 위해 고안된 기타 /

이동용 장비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 보조 기기 . 

치료는 신체 부분의 기능 지원 강화 향상을 위해 , , 

고안된 외부 장비를 포함. 

보철 기기 개입은 인공적인 기기를 사용해 신체 외부 

부분을 체하는 것.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

예외적인 혹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필, 요

하고 적절한 변경이나 조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하는 조치.

재활(Rehabilitation)

장애를 경험한 혹은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 ( )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기능을 

달성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 .

단기 파견 관리(Respite care)

가족과 같은 비공식 돌봄 제공자를 위해 임시적으로 

단기간에 전문 간병인을 파견하여 이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제도 이들이 없으면 보호 상자는 가정이 . 

아닌 시설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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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합 통합적 특수 학급(inclusive), (integrated- ), –
특수(special)

통합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또래의 (inclusive) , 

비장애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가능한 , 

범위 내에서 수업 과정에 참여하고 필요에 따른 추가,  

자원이나 지원을 제공받는다 통합적. (intergrated-

특수 학급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분리된 반에 ) , 서 

공부하며 주류 학교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수 학교 혹은 분리 학교는 (special) (segregated) 

장애 학생들에게 주류 교육 제도와 분리된 환경의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 주택(Social housing)

사회 주택은 개 자치 단체나 에서 주택이 NGO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적절한 가격 의 주택 공공 주택(‘ ’ , ‘ ’ 

이라고도 불림).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빈곤 실업 노령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박탈감과 , , , 

요구 불충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사회 프로그램.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 SCI)

외상성 비외상성 원인에 의해 척수에 가해지는 , 

손상 이 용어해설의 외상성 비외상성 척수손상 . ( / 

참조 척수에 가해지는 손상이나 외상으로 인해 ). 

기능의 손상과 소실이 발생.

척수손상 등록부(Spinal cord injury registry)

과학적 임상적 정책적 목적으로 모집단 결과를 , ,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모집단의 척수손상에 

한 동일한 임상 기타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 스.

외상성 척수손상(Traumatic spinal cord injury: TSCI)

어느 정도의 외부의 힘이 가해진 결과 외상이나 

손상으로 인해 척수에 가해지는 어떤 손상 예를 들. 면, 

교통사고 추락 폭력 행위 등, , .

트래블 체인(Travel chain)

여행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즉 출발점부터 목적지. , 

까지의 보행자 접근 교통수단 환승 포인트 등을 , , 

모두 포함.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추가적인 개조나 특수한 디자인이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 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서비스의 디자인 원칙, , .

직업 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

장애인의 적절한 고용을 보장 유지 증진시키기 , , 

위하여 장애인의 능력을 회복 또는 개발시키기 위해 , 

고안된 프로그램 직업 훈련 직업 상담 직업 소개를 . , ,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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