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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

양한 법률과 제도들을 마련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내 장애인복지제도 내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 우선과제

에서 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

지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정 장애 유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요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

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발달장애인의 복지환경에 많은 변

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의 본래 취지와 목

적이 올바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

는 현 시점에서 단순 보호와 지원을 넘어서서 정상화 이념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제도와 서비스들이 발달장애인

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적절하게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 한 진

단과 논의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의 주요 영역인 직업, 

평생교육, 건강, 주거, 가족 등의 주요 정책 영역을 상정하고, 주요 영역

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직

업, 평생교육, 건강, 주거, 가족 영역별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관련 법률 및 제도, 주요 지원과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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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해외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동향을 분석하고 사례를 검토

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욕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 욕구 및 지원 방향 등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을 직업, 평생교육, 

건강, 주거, 가족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복천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변용찬 선임연구위원, 

황주희 부연구위원, 오다은 연구원, 원외에서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

지학과 교수, 박희찬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심석순 부산장신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직업영역은 황주희 부연

구위원, 평생교육 영역은 박희찬 교수, 건강 영역은 변용찬 선임연구원, 

주거 영역은 김미옥 교수, 가족 영역은 최복천 연구위원, 실태조사 결과

분석영역은 심석순 교수의 책임 하에 집필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하고 사려 깊은 검토 의견

을 제시해주신 원내 정경희 선임연구위원,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 김진

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의 논의를 

위해 자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 전문가들과 설문조사와 집

단면담에 응해주신 참여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

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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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Support Systems 
for the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there has been various laws and systems to en-

hance rights and social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re con-

stantly discriminated by the society. In particula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ve experienced dis-

advantages in social welfare polic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

tions develop support systems for individuals with devel-

opmental disabilities within the essential life areas, such as em-

ployment, life-long education, health, housing, and family. 

This study consists of four main parts. First, literature related 

to employment, life-long education, health, housing, and fam-

ily were reviewed. In addition, various Korean laws and sys-

tems, as well as several advanced countries’ systems were  

examined. Second, a survey was administered on present con-

ditions and service needs; and the collected data was statisti-

cally analyzed. The data was utilized as a source of preliminary 

information to develop political suggestions. Thir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arents, professional re-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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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ers, and agency staffs. They generated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and needs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The 

qualitative data provided valuable information to develop prac-

tical implications enhancing welfare system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inally, political suggestions were discussed to sup-

port employment, life-long education, health, housing, and 

family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conclusion, it is the society’s obligations to provide in-

tegrated and specialized services within welfare programs in 

order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to be included in the societ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들을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

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자기 의사 

표현의 제한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권리 주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논리적

으로 사고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

호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어 왔고,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내 장

애인 복지제도 내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인 우선 과제에

서 려나 있었다. 이에 2014년에 제정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

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 제

공은 국가의 책무성이 되었으나 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올바르게 구현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단순 보호와 지원을 넘어서서 

정상화이념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제도

와 서비스들이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적절하게 부응하

고 있는지에 대한 면 한 진단과 논의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의 주요 영역이

라고 할 수 있는 직업, 평생교육, 건강 의료, 주거, 가족 등의 주요 정책적 

영역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현황, 지원 욕구, 해외 사례 등을 다각

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구현되어야 할 정책 방향과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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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 결과

  가. 직업 지원 

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와 관련하여 여러 부처에서 각 사업들을 실

시하고 있으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

비스의 대상과 내용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등 직업재

활시설에 한계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관련 정책이 부

재하다.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에서 발달장애인의 직업과 관

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가 개

발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나.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내용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방안이나 예산이 마련되지 못하고 전담 부처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책임지고 실시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을 위한 세부 영역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요구 또한 일

부에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현재

까지 평생교육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장애인복

지관과 특수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생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인력으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

할 수 있는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5

  다. 건강 지원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의 건강 증진 프로그

램은 미흡하고, 비만율이 높고 운동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적절한 지원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한 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을 찾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으며 건강과 관련한 제도 중에서는 정기

적인 건강검진 지원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주거 지원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은 자립과 탈시설화를 목표로 실행되지만 정책

이 명확하지 않고, 거주 시설 외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

거 형태가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정확한 주거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조사가 요구된다. 발

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에서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

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분리된 공동체 주택을 가장 선호하며, 주거 지원 

시 장애인 당사자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관련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돌봄 제

공이 아닌 돌봄 및 활동 지원 서비스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많은 발달장

애인의 부모들은 발달장애인의 장래 문제에 대한 불안과 부담감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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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만 평생계획과 관련한 지원은 미미하고 국내 복지관 등을 중심

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산발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 지원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평일보

다는 주말에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시간이 많았으며, 발달장애인의 미래

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계획을 수립해

야 하지만 지역 지원이 부족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직업, 평생교

육, 건강, 주거, 가족 지원 등의 정책적 영역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각 영역별로 추진되어야 할 주요 정책적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영역 정책적 과제

직업 지원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서비스(시설) 신설
- 의미 있는 삶을 목표로 하는 돌봄과 평생교육, 직업재활 서비스와의 연계
- 직업재활(서비스)의 개념 확대
-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평생교육 
지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제도 시행 활성화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분류 체계 등 제도 보완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조직, 재정, 인력 등 체제 확립

건강 지원

-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과제 추가
- 성인 발달장애인 담당 주치의 제도의 도입
-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 발달장애인 전문 의료기관 설치 및 확대(거점병원, 특수클리닉)
- 성인 발달장애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요약 7

 

이러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다수의 

발달장애인은 성인기 이후에도 가족 구성원에 의한 지속적인 돌봄과 보

호를 필요로 하므로 가족 전체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

애사적 국면에서 주요한 전환 단계에서 단절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

며,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상호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한

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지역사회

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주요 용어: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 평생교육 지원, 건강 지원, 가족 지원, 발

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

영역 정책적 과제

주거 지원

-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에 대한 개념 정립
- 주거 지원에 관한 공급 및 수요 예측 조사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 다양한 주거 유형 및 지원, 질 관리의 연속 시스템 구축
- 주거 지원 서비스의 콘텐츠 개발 및 서포트 인력 양성 체계 마련
- 주거 지원센터 설치 검토

가족 지원

-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의 확충
-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주간 활동 서비스의 확대
- 평생계획 서비스 개발
- 비장애 형제 지원 확대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제 장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들을 마련하여 왔다. 1981년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한 이후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9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장애인

연금법｣(2010) 제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주요 생활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 정책들을 강구하여 왔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국내법적인 효

력을 발휘하게 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하

여 장애 아동 및 장애인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장애

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시켜 나가는 계

기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

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의 향유, 동

등한 사회 참여라는 선언적 권리 규정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에서 구현

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대표되는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어려움, 자기 의사 표현의 제

한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권리 주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기 보호가 힘든 

경우가 많아 다른 장애인에 비하여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실

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차별은 심각한 수준에서 행해져 왔다(최

복천 등, 2015). 일례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여성장애인성폭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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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상담소에 접수된 총 3,092건의 성폭력 상담 중에서 지적장애를 동반한 

여성의 피해가 2,149건으로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신희원, 2011),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전체 

응답자의 약 23%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조흥식 등, 2011). 

한편, 발달장애인은 국내의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 발전 과정에서도 이중

적인 소외를 겪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자립 생활 이념, 자기결정과 선택권

의 보장 등이 지배적인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거나 판단할 능력

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여 그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왔고, 그들은 비장애인에게 당연시되는 일상적인 삶의 기회를 오

랫동안 박탈당해 왔다(최복천 등, 2015, p.17). 또한 다른 장애인들에 비

하여 보다 많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장애인 중

심으로 발전해 온 국내 장애인 복지제도 내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인 우선 과제에서 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최복천 등, 2015).

우리나라 장애 인구 중 발달장애인 수는 2015년 기준 210,855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 인구 2,490,406명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장애

인 대비 발달장애인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전체 중증장애인(1~3

급)의 약 21.8%를 발달장애인이 차지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6), 매

년 발달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특별한 관심을 요하

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희 등, 2013). 특히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유형에 비하여 사회 활동 및 참여가 극도로 제한적이고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전체 장애인 중 노동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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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약 10%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돌봄 및 특별

한 지원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는 집단이다(발달장애인정책기획단, 2011).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을 위한 복지 지원 체

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표출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고자 2012년 발달장애

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4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3~2017)에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중점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에 

제정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

인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은 국가의 

책무성이 되었다. 

발달장애인법은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들과 달리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정 장애 유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지원 요소

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발달장애인의 복지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된

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올바로 구현되기 위해서

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정책을 새롭게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먼

저 고민해야 할 것은 지원 정책이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수립하는 일이다.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정상화 이념, 즉 발달장애

인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보통의 삶(ordinary life)”을 

영위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삶의 주요 영역에 걸쳐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들이 강구되어 왔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보호나 시혜적 조치가 아닌 ‘사람 중심 계획’으로 지칭되

는 것처럼 발달장애인 개인의 선택과 욕구를 바탕으로 삶의 중요한 과업

을 수행하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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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

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 정책 목표는 발달장애인 개인

에게 발현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성과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으며, 그 준거의 가치로 자기결정권의 향상, 시민 참여권의 향상, 교

육 및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 노동의 참여,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생활 

참여, 유의미한 인간관계 유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AAIDD, 2011). 이러

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자 하는 현 시점에서 단순 보호와 지원을 넘어서서 정상화 이념이 정책적

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제도와 서비스들이 발달장

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적절하게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

한 진단과 논의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특히 국내에서 제대

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

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의 

주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 평생교육, 건강 의료, 주거, 가족 등의 

주요 정책 영역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현황, 지원 욕구, 해외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구현되어야 할 정책 방향과 내용들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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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 평생교육, 건강, 주거, 

가족 영역별로 주요 이슈 및 연구의 흐름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3장은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직업, 평생교육, 건강, 주거, 가족 영역별로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살펴보고, 주요 지원 및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을 위해 해외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고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발

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와 질적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

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업, 평생교육 등 영역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실태와 욕구

를 비교 제시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질적 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 종사자

와의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도출된 발달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 필요한 서비스 내용, 향후 정책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부분으로 발

달장애인의 직업, 평생교육, 건강, 주거, 가족 영역별로 검토된 선행 연구 

및 지원 정책의 분석 결과, 실태조사 및 FGI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정

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로

서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에 있어서 직업, 평생교육, 건강 의료, 주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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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영역 관련 연구 동향 및 흐름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 발달장애인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분석하고, 해외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및 제도를 검

토하여 국내 복지 서비스에 주는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지원 방향

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둘째,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직업, 평생교육, 건

강 의료, 주거, 가족 영역별로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를 파악하였

으며, 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향후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

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셋째, 발달장애인 부모,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

점집단면담(FGI)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욕구, 전문가들

의 경험과 견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면담 결과는 발달장

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

였다. 연구 초기에는 연구 방향, 내용 및 방법 등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연구 중반에는 연구 진행 내용과 향후 조사 과정

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 사항들, 특히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위해 마

련된 설문 내용들과 조사 방법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정책 대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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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직업 지원

직업은 가치 있는 성인기 삶의 기본 조건인 수입을 창출하고,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자긍심을 갖게 한다. 때문에 직업은 일상생활의 목적

이며 동시에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직업을 통한 적극적 

사회 참여와 직업에 의해 창출된 수입을 통한 의미 있는 선택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중요하다(문선화 등, 2005; 최문경, 정현태, 

2015).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삶의 만

족도가 높다는 연구들을 보면, 직업을 통한 사회 참여와 다양한 기회의 

획득, 선택과 기회의 제공 등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 주는 주요

한 요인이 된다(최지선, 2009; 임수정, 이준우, 2011).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이 사회의 한 인간

으로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자기실현의 잠재적인 가

능성을 발견하며,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의존적인 생활에서 사회 

참여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이다

(강위영 등, 2009; 김혜연, 2009; 김성진, 2015).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직업 및 고용 지원)은 단순히 취업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안

정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직업재활은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을 통한 독

립적인 삶과 이로 인한 자존과 존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직업재활의 개념 및 의미를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발달장애인의 직업 및 고용 영역을 직업재활이란 용어로 대체하여 발전 

선행 연구 고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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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하였다.  

  1.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정책의 부재

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정책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통합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안정을 통한 다양한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취업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장애 정도(이선우, 1997; 강동욱, 2004; 백은령, 2007; 

김성희, 2011)이고, 장애 정도가 중증일수록 경증 장애인에 비해 경제활

동 참여율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진다(임미화 등, 2010; 김성희 등, 

2014).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처럼 아동기에 발생하여 인지력·의

사소통·자기통제 능력의 부족으로 평생 동안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에 특

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이들의 기능적인 제

한의 측면 외에 사회적 편견이나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더 많은 어려움

에 직면하게 된다(오길승, 2003; 박경수, 2014). 발달장애인은 직업재활 

정책 내에서 ‘중증장애인’ 중 하나로 인식되어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이

나 ‘중증장애인’ 사업의 대상으로만 고려될 뿐이다. 장애인의 취업에 있

어 ‘고용주의 경증장애인 및 신체장애인 선호 현상’은 이러한 단적인 예

를 보여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김성희 등, 2011). 

특히 지적 능력과 적응 능력, 사회성 면에서 제한을 가지고 있는 발달

장애인은 타 장애 유형에 비해 더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국가적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

라의 직업재활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이들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

하며 발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직업재활 정책의 주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돌봄과 같은 보호 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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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서 기인하며,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 정책의 필

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은 장애의 유무,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어야 할 권리이다. 성인기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그리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27조(근로 및 고용) (1)에서는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의 노

동권을 인정해야 하며, 장애인이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

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해서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전지혜 등, 2015, p.113)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정책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추구하고 있는 근로 및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 동등한 기회와 

권리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당면한 이슈 

가. 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성인기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의 역할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박경수(2014)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인 고용 이론을 적용했을 때 발달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일반 장애인 고용 이론의 적용이 어렵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이론의 적

용이 크며,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장벽에 의한 다중 차별을 받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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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된 바 있다.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정책

에 있어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보호된 환경에서의 직업훈련과 취업 경험 

등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발전하였으며, 일반 고용 영역에서 일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

록 보호된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제공하거나 직업의 경험을 제공하는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발전하였다.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은 ‘직

업훈련’ 및 ‘고용 기회’의 제공이라고 하는 복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만, 또한 ‘고용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장으로서의 경영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이윤 창출 및 생산성 강조’ 및 ‘최저임금 지급’의 문제

와 같은 경영적 측면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김성진, 2015; 변경희 

등, 2015).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은 장애

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OECD 대다수 국가가 최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도

입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고용노동부 보

도자료, 2015.1.29.)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 이슈들은 계

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변경희 등, 2015). 

나. 직업재활시설 현장의 열악함, 선호되는 서비스 대상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재활시설은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고, 고

용주로서의 역할을 병행하는 데에서 오는 복잡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에 직면해 있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시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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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형 개편을 시도하였다(유점화, 2003; 

변용찬 등, 2004; 나운환, 2010). 직업재활시설은 2000년부터 2007년

까지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5개 유형으로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 두 개 유형으로 통합되었으며, ‘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5년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에서는 기존 2가지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에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이 새롭게 신설

되었다. 

2007년에 이루어진 유형 개편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기능 확

대뿐 아니라 직업재활시설의 유형별 역할 및 기능의 강화, 시설 기준의 

강화,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보호고용의 확대

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나(이혜경 등, 2013), 2005년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방 이양에 따른 예산의 미반영으로 배치 인력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지역별 서비스 편차 등이 발생하여 직업재

활시설 유형 개편의 원래 의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나운환, 2010; 김성진, 2015). 

더불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낮은 생산성, 근로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요구, 직업재활시설의 배치인력 부족 등 운영상 

어려움은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오랜 기간 훈련이나 지원을 요하는 대상

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3. 개인 중심 접근의 관점을 활용한 전체적인 연계 체계

1980년대 이후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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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마련된 다양한 정책들은 ‘정상화’와 ‘사회 통합’으로 대표되는 개념들

을 근간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발전은 장애에 대한 개념뿐 아니라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변화, 개인 중심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 네트워크

의 강화 등으로 발전되었다(박승희, 2014).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은 개인 중심 접근이 강조되었고, 학령기 아동의 

개별화 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 학령기 학생의 자

연스러운 성인기 전환을 위한 개별화 전환 계획(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 ITP),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고용 계획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IPE)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개인 중심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성과들과 직결된 성취

에 기반을 두는데, 그 내용은 첫째,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둘째,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개인의 선택과 통제(control), 셋째, 의

미 있는 삶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넷째 지역사회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타인의 인정을 통한 존중의 기회 확대, 다섯째, 개인

이 선택한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및 네트워크 개발 등이다

(Mercer, 2003; 김은하, 2015, 재인용).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사회 통합

과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재활 지원 정책도 개인 중심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공식적 및 비공식적 자원을 활용한 자원의 배분과 계획, 

사후 관리에 이르는 사례 관리 체계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

공되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학령기와 성인기, 노년기로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개인 중심 접근법에 근거한 직업재활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박승희, 2014).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서비스는 교육부와 복지

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계 체계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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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통해 효과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

된다. 

제2절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이하 ‘특수교육법’으로 칭함)에 평생교육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발달장애인법’으로 칭함)에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내

용이 포함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2000년대 초부터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평생교

육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체제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평생교육기관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평생

교육법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학교

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

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

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동법 제2조2호에서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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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제시하였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

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정

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범위 설정 시 평생

교육법이나 발달장애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관련 내용을 반

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평생교육

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인숙 등

(2005)은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학교 졸업 이후 

성인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장애인 평생교

육기관, 일반인과 함께하는 교육기관, 사회복지관 등이라고 하였다. 그러

나 이 조사에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가 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프로그램들이 장애인복지관의 고유 목

적 사업으로 수행한 것인지 혹은 평생교육 사업으로 수행한 것인지는 분

명하지 않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지

정․인가·등록·신고된 시설인지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성봉과 정해동(2007)의 연구에서도 충남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면서 시설 형태에 독립 평생교육

시설,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관, 직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을 포함하였으나 이 복지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인가․등록․신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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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송소현 등(2011)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그림 2-2-1]과 같이, ‘일

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A)’, ‘장애인 평생교육기관(B)’, 

‘장애인 복지시설(C)’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C에 해당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D 및 F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시설들

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기능이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 기관이나 단체 및 시설들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

로 지정․인가·등록·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2-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적 구분

자료: 송소현 등(2011). p.23의 그림 재인용.

최근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

한 국립특수교육원(2014)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특수

학교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교육청에 등록된 학

교 형태의 장애인 야학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복지관, 점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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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등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 중 특

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등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인지 확인

하기 위해서는 기관들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인가․등록․신고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 제2조2호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이거나 발달장애인법에 의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특수교육기관, 전공과, 점자

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

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으로 지정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2.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란 학습자와 교수자가 상호 협력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체계화된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전개하여 구체적인 학습 결과에 

의해 교육 목표의 성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적 실체를 

말한다(강성구 등, 2014).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야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서 시작되었다

(김기룡, 나경은, 2015). 그 이후 2011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의 지원으

로 대학 기반의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운영

되기도 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나 요구조사가 보다 활발하게 실

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의 

정의에서 제시되고 있다. 즉, 평생교육은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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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발달장애인법 제26조 

2항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2조 2항에서는 교육과

정이 발달장애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두영, 박원희(2013)는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프

로그램 분류 체계 개발을 평생교육법 제2조의 평생교육  6개 영역을 근거

로 대분류를 설정하고 범주화를 실시하여 하위 영역들을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 ‘기초문해교육’에 한글생활문해, 기초자립생활, 한글문해를 포함

시키고, ‘학력보완교육’에 초등학력보완, 중등학력보완, 고등학력보완을 

포함시켰다. 또한 ‘직업능력향상교육’으로 전문직업교육, 자격인증, 기초

직업교육을 다루고, ‘문화예술교육’에 여가스포츠, 문화예술향유, 문화예

술숙련을 포함시키며, ‘인문교양’으로 인문학적 교양, 생활소양, 사회재활

을 다루며, ‘시민참여교육’을 시민의식, 시민역량, 시민활동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경우, 기초문해교육에서 

기초자립생활을, 직업능력향상교육에서 기초직업교육을, 인문교양에서 

사회재활을 포함시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한편, 이근용, 유명해(2009)의 연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으로 기능적 기초 학습, 직업 영역, 일상생활 기술, 자기결정 기술, 사회

적 기술, 지역사회 참여 기술 등이 선호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

사하게 윤점룡 등(2010)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희망 프

로그램으로 취업, 취미 오락 여가, 기초 교양 문화, 시민 안보 경제 사회 

참여, 건강 보건 스포츠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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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선, 신진숙(2015)은 성인 발달장애인 직업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

램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교육(자기결정, 가정생활), 지역사회 

적응(지역사회 체험과 이용, 대인관계, 대중교통 이용하기, 지역사회 관

공서 이용), 기초 학습(국어, 컴퓨터, 수학), 직업재활(실습 및 인턴십, 고

용유지 및 이직, 직장예절), 문화․여가 활동(지역사회 문화예술 기관 이용, 

동아리 및 동호인 모임, 생활체육)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분류는 비

장애인 평생교육 분류 체계와 큰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세부

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

육 프로그램과 비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내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발

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을 그대로 따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발

달장애인들은 학령기 동안 학습했던 생활 기술들을 점차 잊어버리거나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복천 등, 2015).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

여 직업 적응, 자립생활, 지역사회 적응 등이 강조된 프로그램이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3. 평생교육 체제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조직은 대학 기반, 직업 중심, 특

수학교 기반 등이 제안되었으며,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정 체계에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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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 간의 연계나 협력이 강조되어 왔다.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관련한 기본 방향으로 강순원(2013)은 배제에

서 포용을 제안하였다. 즉, 장애 성인 평생교육이 보편적인 포용 교육 이

념에 맞추어 평생교육을 통하여 돌봄과 배려, 인권과 민주적 시민 의식, 

자립적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

육기본법에 제시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

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는 교육의 비차별 기회균등 원칙이 평생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반영하여 대학을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평

생교육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승희(2004)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

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개관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들의 성인기 삶에 필요한 지역사

회 생활 기술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임은주, 최승숙(2013)은 

발달장애 학생이 교육받고 있는 대학의 장애 대학생, 직원, 학부모, 고교 

특수교사, 장애인 고등교육 전문가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대학 기반 중등 

이후 교육은 발달장애인에게 통합교육의 기회 제공, 역량 강화, 성인으로

서의 자립생활 준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

다. 박정식(2013)은 발달장애 학생 38명에게 대학 기반의 평생교육과정

으로 직업 중심, 학업 중심, 생활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발달장

애인의 직업능력(진로선택 및 계획, 고용관련 지식 및 기술)과 학업 능력

(중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 기능적 의사소통, 자기결정) 향상에 효과가 있

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직업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

안과 관련하여 강동선, 신진숙(2015)은 특수교육, 사회복지,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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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전문가 94명을 대상으로 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직업 중심 평

생교육기관에서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평생교육을 제공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송소현 등(2011)은 특수학교

가 기반이 되어 복지기관, 노동기관, 교육기관과 1차 연계 구조를 가지며, 

장애인 단체, 일반학교, 평생학습관 등과 2차 연계 구조를 가지는 발달장

애 성인 평생교육 지원 모형을 제시하였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비용의 부담은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이면서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요소의 하나이다.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소요 경비에 대하여 수요자들은 국가 및 지방자

체단체, 교육청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정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학령기를 지난 평생교육의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누가 어

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정해동, 이성

봉(2007)은 충남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운영 실태와 그 기관 관계자

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

사에서 재정 부족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

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강동선, 신진숙(2015)

도 행정 및 재정 지원 기관으로 교육청 및 시․군․구청을 들었으며, 발달장

애인 평생교육 비용에 대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용자도 일

부 부담하는 방안을 지지한 연구(이근용, 유명해, 2009)도 있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행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아니

면 기존의 평생교육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등이 담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몇몇 연구(이근용, 유명해, 2009; 정해동, 이성봉, 2007)는 발달장애

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으로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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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문가 등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반면에 정인숙 등(2013)의 연구에서는 장애 성인 평생교육을 담당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제안하면서 기초 자격으로 특수교사 혹은 평생교육사 

자격을 기반으로 하고, 특수교사와 평생교육사가 연수를 통하여 전문 인

력으로 양성되며, 이러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한편, 직업 중심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평생

교육사 등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였다(강동선, 신진숙, 

2015). 

이상의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게 될 

전문 인력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해

야 할 과제가 있다. 

제3절 건강 지원

장애인의 건강 문제는 소득 보장이나 직업재활 등 다른 영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그러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제정(2017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후천적 질병이나 사고 등의 

원인으로 인한 장애가 전체 장애인의 88.9%나 되고 있으며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는 소득보장 38.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2.8%이었다(김성

희 등, 2014).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제25조 건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

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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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

는 것과 동일한 범위, 기준 및 수준에서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유엔

은 각 국가에 대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인정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UN, 2006).

건강권과 관련해서 문창진(1997)의 연구에서는 건강권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 또는 국가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말하며, 이러한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

해가 가능하다고 한다. 첫째, 건강할 권리, 둘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셋째, 보건의료 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이다. 먼저 건강할 권리

(Right to health)란 가장 광범위한 건강권으로, 개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며, 이는 건강한 상태를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사회로부터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보호를 균

등하게 받을 수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의미한다. 

둘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Right to health care)라 함은 보

건의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개념으로서의 권리와 개인의 신

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Right in health care)라 함은 

개인이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을 균등히 

향유할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 생활양식, 보건의료 제도 등 다양

하며, 이 가운데 생활양식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습관과 관계가 있

는데, 여기에는 운동, 식습관, 흡연, 음주, 체중 관리 등이 해당된다(홍문

식, 권오형, 2002).

한편,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아동기 때와는 달리 장애의 진단이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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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다는 건강의 유지와 보건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중요해진다. 일반적

으로 발달장애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 적응

력이 더 낮아지는데(김용득 등 편, 2007), 자기표현이나 자기결정 등의 

자립 역량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취약계

층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조기 노화에 노출되어 있으며(Moran, 2013), 일반 

인구에 비해 남성 발달장애인은 13년, 여성 발달장애인은 20년 일찍 사

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in, 2016). 특히 발달장애인의 요구에 

대해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가 나타나는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개선

되고 있으며(Ervin, 2014), 최근으로 오면서 발달장애인의 수명이 늘어

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Turner and Bernard, 2014). 실제로 우리나

라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2.2세로 나타났다. 사망 시 평균 연령

과 생명표 상의 기대 여명은 그 개념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2015년 생명표 상의 기대 여명 82.1세1)와 

비교하면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특

히 장애 유형별로 보았을 때 지적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은 50.6세이

고, 자폐성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은 28.2세로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 보면, 지적장애의 경우 남

자가 50.8세, 여자가 50.2세로서 비슷한 반면, 자폐성 장애의 경우 남자

가 23.1세, 여자가 38.4세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

부, 국립재활원, 2016). 

이처럼 발달장애인의 평균 수명을 통해 보았을 때 발달장애인의 건강

1) 통계청, KOSIS, 국내통계 생명표. http://kosis.kr/statisticalList/statisticalList_01Listjsp? 
vwcd=MT_ZTITLE&parentid=A#SubCont.에서 2016. 12. 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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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하며, 이 분야의 연구

도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 건강권법의 제정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기노화나 조기 사망과 

관련된 이슈는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고에서는 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생활 습관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 집중

하고자 한다.

  1. 비만율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지적장애인의 기대 수명은 짧고, 지적 장애가 심

할수록 기대 수명도 줄어들며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의학적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비만은 지적장애인에게 특히 높게 나타나 연구자에 

따라서 비만율이 33%에서 57%까지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호승희 등,  

2015). 또한 박종헌(2011)은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자료 분석을 통해 장

애인의 비만율이 비장애인보다 높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비만율 차이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특히 지적, 자폐 장애의 경우 고도비만율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구분
연도

2002 2004 2006 2008

비장애인 33.7 33.6 34.1 34.7

장애인 35.7 36.3 38.2 39.5

<표 2-3-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만율

(단위: %)

자료: 박종헌(2011), 장애인 건강 행태와 비만, p.5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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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키나 몸무게를 

가장 최근에 측정한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최근 1~2년 이내에 측정한 

비율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22.6%에 불과하고, 3~4년 전에 측정하였다는 

비율이 79.8%나 되었다. 또한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약간 비만이나 매우 비만으로 응답한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39.4%, 자폐

성 장애인이 42.2%로 나타나 장애인 평균 2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

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김성희 등, 2014).

  2. 건강 행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이 지난 1년간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60%,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동 비율은 73.6%

로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운동 횟수를 보

면, 지난 1년간 거의 매일 운동한 비율은 지적 장애인이 46.2%, 자폐성 

장애인이 34.1%로서 장애인 평균 50.5%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김성

희 등, 2014).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보면, ‘장애가 심하여’

가 지적장애인의 경우 28.3%,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40.8%로서 장애의 

중증도가 운동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설 접근이나 

이동이 어려워서’가 지적장애의 경우 14.2%, 자폐성 장애의 경우 13.9%

로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지적장애의 경우 10.8%, 자폐성 

장애의 경우 13.3%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지적장애 4.7%, 자폐성 장애 4.2%로서 다

른 요인에 비해 낮으나 여전히 경제적 접근성이 미흡한 경우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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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김성희 등, 2014). 

한편 음주 현황을 보면 전혀 음주를 하지 않는 비율이 지적장애인의 경

우 85.3%이고, 자폐성 장애인은 100%로 나타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음

주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흡연의 경우 매일 피우는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12.1%이고, 자폐성 장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율 역시 다

른 장애 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김성희 등, 2014). 이처럼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 유형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음주나 흡연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폐성 장애는 

음주나 흡연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지적장애는 그 비율은 낮지만 매일 

흡연하는 비율이 12.1%이고, 또한 일주일에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 

3.5%로 나타났으며, 1회 음주량도 7잔 이상인 비율이 14.6%로서 이들에 

대한 흡연 및 음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김성희 등, 2014). 

 

  3. 보건의료 서비스

조비룡(2011)은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한 조사에서 장애나 비만 등 위

험 요인으로 인해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할 수 있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은 65.3%인 데 비하여 장애인의 수검률은 63.2%로 장애인의 낮은 건강

검진 수검율을 지적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2012년 현재 장애인 평균 수검률은 66.7%인 데 비하여 지적장애인의 수

검률은 63.9%로 낮게 나타났으며,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 비율이 

79.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호승희 등, 2015). 장애 정도별로 보면 

지적장애 1급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42.8%, 2급은 50.2%, 3급은 

53.8%로서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검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자폐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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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역시 1급은 51.5%, 2급은 80.0%, 3급은 76.0%로서 장애 정도가 가

장 심한 1급의 검진율이 가장 낮았다(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16).

조흥식 등(2011)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일상생활 실태와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발달장애인은 지난 3개월 동안 재활의학과 검사 및 치료를 평균 

4.6회 이용하였고, 발달장애인의 욕구가 높은 의료 서비스는 정신과 검사 

및 치료, 소아과/내과 검사 및 치료, 치과 검사 및 치료 등이었다.

한편,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를 보면, 경제적인 이

유가 가장 많아 장애인 전체 평균은 58.8%이나, 장애 유형별로 보았을 

때 지적장애인의 경우 58.7%, 자폐성 장애의 경우 30.3%로서 전체 평균

과 유사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은 지적장애인 27.4%, 자폐성 장애인 33.4%로서 다른 장애 유형과

는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김성희 등, 2014).  

치과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치과에 가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지적장애인

의 경우 15.6%,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53.5%로 나타났다(김성희 등, 

2014). 한편,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겪는 장애인 진료의 어려움으로는 ‘진

료 시 협조의 어려움’이 60.1%로 높았고, 다음이 전문성 부족(25.7%)의 

순으로 나타났다(최충호, 2003).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진료 시 협

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구강검진 수검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지

적장애는 14.3%에 불과하고, 자폐성 장애의 경우 26.7%로 나타났다. 성

별로는 여자의 구강검진 수검률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지적장애 여성의 

경우 11.9%, 자폐성 장애 여성의 경우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16).  



40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제4절 주거 지원
 

주거는 인간의 삶의 장소인 거처로서,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의미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기반이 되는 심리사회적 공간이기도 하다(홍선미 

등, 2014). 이에 주거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주택’뿐 아니라 사회적 의

미도 갖는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주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

능한 시설과 서비스 확보를 전제한다. 이는 단순한 거처가 아닌 각종 자

연재해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필

요 공간을 확보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함을 말한다. 

한편,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는 적절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부당한 사생활 침해나 강제 퇴거 등의 위협으로부

터 보호받을 수 있고, 직장과 이웃 관계, 적절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

는 등의 주변 사회적 연계망으로부터 소외 배척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

한다(유동철, 2011).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주거는 인간으로서의 가치

와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로 여기에는 주거의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장애인의 주거도 예외일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주거 지원을 발달장애인

의 권리 중 하나로 보고, 주거 지원 모델 및 선행 연구 동향에 대해 논의하

고자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주거

2006년 장애인 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서

는 주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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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해서 거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

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b)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또

는 격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

정 내 거주지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c) 대중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한 기초 위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

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

이 규정은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주거의 안정성

과 적절한 지원이 매우 필요하며, 이는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애인의 주거 지원은 자립생활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주거권은 여러 권리 영역 중 가장 소극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결과적으

로 제도와 실천, 연구 등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거주 시

설과 관련된 논의를 제외하고 재가 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는 매우 부족하였다. 

국내에서 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거의 2000년대 후

반에 와서이다.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립의 

중요한 축이 되는 주거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등이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서종균, 2009; 강미나 등, 2010; 진정식, 2008; 홍선미 등, 2004). 이는 

2009년 국토연구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실태조사를 한 측면에서

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주거에 대한 관심의 역사가 매우 짧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와 연구들은 당시 장애인 주거 정책의 실태와 주

요 현안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주거와 관

련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 담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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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인데, 당시

만 해도 발달장애인을 자립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

인에 대한 주거 연구에서조차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매우 부족하였

다. 이에 대해 박경수 등(2011)은 발달장애인은 자립생활이 가능하지 않

을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관련 운동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김성

희 등(2013)은 국내 연구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에 대한 관심 

부족은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제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임을 지

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 발달장애인 주거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

여 그 연구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 김라경, 연준모(2015)의 연구 

결과는 흥미로운데, 이 연구는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발달장

애인 주거 관련 총 69편의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논문의 절반가량이 최근 

5년 동안 이루어졌으며, 주요 주제는 탈시설화 필요성 및 효과 검증, 인식 

및 요구 분석, 장애인 주거 일반 운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으

로는 장애인과 주거 서비스 전문가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중심의 주거 서비스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

가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애인 주거 형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

에 보다 중점을 둔 연구들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을 살펴볼 때, 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논의는 일천하

며,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주거와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 발달장애인

의 탈시설화와 자립의 논의 구조 속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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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 모델

해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모델이라고 할 수 있

는 지원생활 모델과 다양한 주거 지원 형태 등이 제시되면서 발달장애인

의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발달장

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모델은 지원주거 모델(supported hous-

ing model)과 지원생활 모델(supported living model)이 있으며, 이 

두 모델이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해외 복지국가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 모델로 활용되는 ‘지원생

활(Supported Living) 모델’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집(in their own 

home)’에서 본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며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모델은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기반 생

활의 발전 과정에서 강조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

요한 지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장애인 복지

의 주요 실천 가치로 자리 잡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에 대

한 강조는 기존의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재조명하여 현실적인 한계를 

부각시켰다.  다시 말해서 소규모의 장애인 그룹홈은 장애인 당사자의 장

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이 정해져 있

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이 어려운 한계를 갖게 되었다

(Kinsella, 2001). 이에 반해 지원생활은 특정 장애 유형 및 특정 장애 정

도에 맞게 미리 설계된 지원 서비스(prepackaged services)를 제공하는 

시설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Howe, 1998)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이 

생활할 자신의 집을 선택하며 그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

스도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게 제공받게 된다. 또한 지원생활 모델은 거주 

생활 서비스의 초점도 자립생활 기술 훈련에 두고 있는 기존의 자립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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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는 그 노선을 달리한다(Howe, 1998). 지원생활 모델은 모든 사람

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지원받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 

신념하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현재 선택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선택과 

통제에 의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조한다.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립생활 기술을 갖추지 못하거나 갖추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도 충분히 자신의 집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지원생활의 가정은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기존의 가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O'Brien, 1991). 따라서 지

원생활 모델은 자립생활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생활할 수 있는 경증장애

인 위주의 자립생활 모델을 중증발달장애인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준다(김미옥 등, 2016).  

한편, 지원주거 모델(supported housing model)은 거주 시설 또는 

그룹홈과 같이 입소 후 기관의 서비스를 당연히 받게 되는 것처럼 주거와 

지원이 특정 방식으로 서로 연계된 것을 의미한다(Clapham, 2015:11). 

지원주거에서는 주거 제공과 지원 제공이 연결된 다양한 방식에 관심을 

가지며, 어떤 주거 형태에서 어떤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가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지원주거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지원주거에 포함되는 주거 형

태는 거주 시설부터 소규모 그룹홈, 기숙사 형태의 자립생활관, 그리고 

개인의 집까지 다양하며 여기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지

원주거 유형은 다양하다(Clapham, 2015). 

지금까지 지원생활 모델과 지원주거 모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두 모

델 모두 주거(housing)와 지원(support)에 대한 개념이지만 각자 이 주

거와 지원을 이해하는 관점은 서로 다르다. 지원생활 모델의 경우 주거를 

장애인 당사자의 집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주거와 지원

을 각각 선택하고, 본인이 선택한 주거에서 지원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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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방식에 관심을 둔다. 반면 지원주거 모델의 경우 지원생활 모델에 비

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유형이 논의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주거 

유형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의 선

택 및 지원 서비스가 각 개인에 맞게 다양하게 제공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유형별로 주거와 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또한 지원주거는 장애인뿐 아니라 은퇴 노인, 요보호 청소년 등 다양한 대

상층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다만 위의 표에서 제시된 domiciliary 유형

처럼 주거(accomodation)와 지원(support)이 연결되는 방식을 기준으

로 하여 구분할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집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

원생활과 같은 형태도 지원주거 모델의 한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지원주거와 지원생활은 기본 전제와 원칙, 논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

원주거를 보다 광범위한 지원생활 모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유형 예시 

공유 생활(shared living)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취약 청소년 또는 홈리스를 위한 호스텔
그룹홈

공용 시설을 가진, 
서로 연결된 주거 유형. 
(linked housing with 
communal facilities)

당사자 본인의 원룸
self-contained accommodation(다른 accommodation 
및 공용 시설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클러스터 형태
(core and cluster) 

공용 시설 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core 시설이 있고  
주거 시설 클러스터가 주변에 위치함. 
은퇴 노인 마을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단기 생활시설 

domiciliary*
당사자의 집(home)에서 지원을 제공함. 
영국 KeyRing

〈표 2-4-1〉 지원주거의 유형 및 예시 

   주: * 지원생활(SL)에 해당하는 유형임.  
자료: Clapham(2015) Table 1: Model of Supported Housing, p.20에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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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 모델로서 두 가지 모델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였다. 특히, 지원생활 모델은 발달장애의 특성을 가장 잘 이

해하는 자립지원 모델일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극대화하

고, 개인별 지원에 초점을 두는 측면에서 최근 장애인 복지에서 논의되는 

이념적 기초에 부합할 뿐 아니라 실천적 모델로서 그 유용성이 있다.   

   3.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

주거 지원이란 주거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고 

유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홍선미 등, 

2014). 일반적으로 주거 지원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데 첫째는 주거 안정

성 확보이다. 예컨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공

공주택 입주권 보장, 주거비 지원, 소규모 주거시설 이용 기회 보장, 지역 

주민과 갈등 시 중재 및 옹호, 주거 정책 옹호 등 정책 관련 사항과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둘째는 주거 편의성으로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서 살아가는 데 있어 제공되어야 할 주거와 관련된 편의 지원을 의미한

다. 예컨대, 이사 지원, 주택이나 방에 대한 정보 제공, 주택의 수리나 보

수 지원, 가구 및 생활용품 지원, 일상생활 기술 지원이나 훈련, 청소나 

세탁의 대행,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포괄한다. 주거 지원 서비스는 이와 

같은 주거 지원을 위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체적

인 서비스를 의미한다(홍선미 등, 2014:34, 재인용). 

이처럼 주거 지원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함

으로써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애계에

서 주거 지원은 거주 시설에 국한된 경향이 있다. 예컨대, 1981년부터 

2010년의 30여 년 동안 국내 장애인 복지 예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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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등(2010)의 연구는 장애인 주거 지원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이 연

구에서 주거 지원은 1981년부터 2004년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200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한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비중이 증가

하는 추세임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 지원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공동생활가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립생활 지원에는 활동 보조 사업과 중중 자립생활 시범 사업, 여성 장

애인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주거 지원

은 주로 거주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가 장애인의 자

립을 지원하는 한 요소로서 주거 지원에 대한 의미는 거의 30여년(1981~ 

2010) 동안 부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자립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발달장애

인에 대한 주거 지원, 특히 거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사는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 지원은 그동안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영역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주거급여, 국민주택기금 

대출, 주택 개조 사업 등이 있으나, 이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로서는 제한점이 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 지원은 단순히 주거권의 확보가 아니라 자립을 

위한 핵심 지원 체계가 동시에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탈시설화와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주거 

지원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에 대

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못한 경향이 있으며, 몇몇 소수의 연구들조차도 재

가 장애인보다는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따른 주거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하지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이 성인 발달장애인의 최

소한의 주거권과 자립을 위한 전제 조건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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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가족 지원

  1. 돌봄

지난 50년 동안 발달장애인의 수명은 많이 증가되어 중증 발달장애인

의 경우 50대 후반 정도, 경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약 70세 정도까지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Martin et al., 2002), 이러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인 부모와 가족은 발달장애인을 더 오랫동

안 돌봐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었다(Heller, Caldwell, & Factor, 

2007). 물론 발달장애 자녀가 성인이 되면 아동기에 비해 돌봄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있겠지만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전문적 지원 또한 

감소함(McGrath & Grant, 1993)을 감안한다면 부모의 돌봄 부담이 반

드시 경감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부모도 노화로 인해 만성질환에 걸

리거나 활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에 대한 어려

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선행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고령 부모들의 어려움을 건강, 경

제, 정서적 측면에서 보여 주고 있는데, 일례로 부모는 장애 자녀의 돌봄

에 대한 책임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약 2배나 더 

많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Ho et al., 2005). 또한 장

애인 혹은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 심장질환 및 고

혈압, 면역 기능 약화 등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Feinberg et al., 2006). 

이외에도 발달장애 성인을 돌보는 부모는 자녀 돌봄으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한다(김고은, 2011). 특히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부모들의 

사회적 자원이나 정서적 지지망이 축소되면서 그 어려움은 가중되는 경

향이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고령의 부모 및 가족을 지원하기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49

위한 돌봄 서비스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담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면서 육체적, 정서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Chan & Sigafoos, 2001). 돌봄 지원을 통해 부모는 

육체적으로 소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McDonald & Callery, 2004)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Eaton, 

2008; Neufeld et al., 2001). 또한 가족 및 부부간의 갈등도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Donald & Callery, 2004).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돌봄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만 6세 이

상 65세 미만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로 부모의 상시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서비

스의 내용이 신체장애인의 활동 지원 및 요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발

달장애 성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서비스인가에 대해서는 의

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 인력 또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

다(최복천, 김유리, 2016). 

한편, 돌봄 서비스의 내용 측면에서도 부모는 활동 지원 제도가 발달장

애 자녀의 단순 돌봄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

었다(최복천, 김유리, 2016). 즉 단순 돌봄이나 이동 지원을 넘어서 발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지역사회 참

여나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랐다. 

이에 발달장애 성인에게 제공되는 활동 지원 서비스의 타당성과 문제

점을 재진단하고 발달장애 성인의 특성과 욕구에 보다 조응할 수 있는 서



50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비스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 자녀를 둔 고령의 부모

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양한 이유로 

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를 불신하고 있음(Joffres, 2002; Weeks 

et al., 2009)을 고려하여 고령의 부모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정책과 실제들에 더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Botsford & Rule, 2004; Jokinen, 2006).

  2. 평생계획

발달장애인의 75%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도 25%나 된다(Chadwick et al., 

2013). 또한 의학의 발달로 발달장애인의 수명이 과거에 비해 길어지면

서 그들이 부모보다 더 오래 사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일생 동

안 지속적인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다수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

모들은 “내가 병이나 죽음으로 인해 자녀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때 

과연 내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심각한 고민에 직면하고 있다

(Gordon et al., 2000; Smith & Tobin, 1989).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

한 주거 지원, 직업 지원 등이 미비하고 재정적 지원 또한 취약한 우리나

라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갖는 장애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부

담감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최지선 등, 2009). 따라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신들의 상황과 여건을 파악하고 그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평생계획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주 돌봄자(부모)가 노화나 질병, 죽음 

등의 사유로 장애 자녀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장애

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보호와 지원을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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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의미한다(Bigby et al., 2002). 평생계획은 일반적으로 주거 

계획, 재정 및 법적 계획(예, 후견인, 신탁관리), 직업 및 여가 지원으로 

구성된다(Heller, Caldwell, & Factor, 2007). 주거 계획은 평생계획에

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으로 부모 사후 장애 자녀가 어디에서 

살면서 생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주거 공간과 동거인을 기준

으로 다양한 선택 사항을 고려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Botsford 

& Rule, 2004). 재정 계획은 장애 자녀의 경제적 문제에 대비한 자산 관

리, 소득 보장, 직업재활 등이 포함된다. 부모의 재산을 발달장애 자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상속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준비 활동을 의미한

다(서미경, 2000). 법률 계획은 발달장애 자녀를 대신해 재산이나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독자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장애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다(김고은, 2011). 여가 계획은 장애

인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 혹은 참여하고 싶은 지역사회 활

동을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자원 등을 확인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유수진, 2016).

이처럼 발달장애인의 평생계획은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

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으로 이를 통해 부모의 걱정과 심적 부담은 경감되

고(Heller, 1991), 장애 자녀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Bigby et al., 2002; 

Botsford & Rule, 2004; Heller, 1991; Heller & Calder, 2006)은 향

상될 수 있다. 일례로, 평생계획 준비 프로그램에 참가한 노년기 부모들

은 평생계획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고 평생계획 수립에 대한 자신감이 향

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Botsford & Rule, 2004). 이와 비슷하게 법률 

및 재정 관련 워크숍에 참여한 부모들도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평생계획

의 인식 및 이해가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계획 수립은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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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안전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고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 자녀에 대

한 평생계획을 수립한 가족은 그리 많지 않다. 다시 말해서, 적은 수의 가

족만이 장애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을 수립한 

경우라도 대부분은 부모를 대신하여 장애 자녀를 돌볼 사람을 지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Carney & Keyzer, 2007). 이처럼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평생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부모들은 정

보의 부족을 들고 있다(노충래, 고인숙, 2004; 서미경, 2000).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며(Bibby, 2012), 때로는 주요한 서비스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McGlaughlin, 2004). 이에 부모들은 평

생계획 수립을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전문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김미희, 2013; Reilly & Conliffe, 2002),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남연희, 송성권, 2005).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생계획은 분명히 부모 및 가족이 발달장애

인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처

럼 발달장애인의 평생계획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계

획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발달장애 

자녀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

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비장애 형제 지원

형제자매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인간관계 중 하나로 아동기부터 

시작하여 성인기까지 계속해서 서로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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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관계이다(김유리, 2015). 이는 장애와 비장애 형제의 관계에서도 비

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한다

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비장애 형제는 장애 형제로 인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더 잘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책임감도 향상되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Flanton, 2006; Pompeo, 2009; Rodger & Tooth, 2004). 

또한 장애 형제로 인해 다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Pompeo, 2009) 인

내심이 향상되었으며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게 되는(Hodapp et al., 

2010) 등 성장의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비장애 형제가 장애 형제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

다고 하여 고민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의 형제는 일반 형제자매와는 다른 고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돌봄에 대한 책임이다. 즉 비장애 형제는 부모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발달장애 형 혹은 동생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게 될 때 형 혹은 동생의 미래와 관련하여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Burke et al., 2012). 예를 들어, 비장애 형제는 부모 사후 장애 형제

의 돌봄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을 가족들이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자신

이 죽은 후에 장애 형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

(Heller & Kramer, 2006).  

한편, 장애 형제의 돌봄에 책임감을 느끼고 주 돌봄자가 되겠다고 결심

한 비장애 형제라 하더라도 장애 형제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며, 가족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으로 계획

을 세우거나 준비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Davys et al., 2010; Egan & Walsh, 2001). 이에 

많은 비장애 형제는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고자 개발된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돌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고, 



54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심리적 및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조 집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Heller & Kramer, 2006).

비장애 형제 자조 집단은 비장애 형제가 장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판단받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장애 형제

와 함께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Scelles et al., 2012). 자조 집단 참여를 통해 비장애 

형제는 형제의 장애에 대해 배우고, 장애를 바라보는 자신의 가치관을 형

성하게 되며, 적응 기술을 향상시키고, 외로움이나 걱정을 덜게 된다

(Evans et al., 2001; Smith & Perry, 2005). 하지만 생애주기별로 비

장애 형제가 필요한 지원은 같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동기 비장애 

형제를 위한 서비스에 비해 성인기 비장애 형제를 위한 서비스는 매우 한

정적이며, 이들이 함께 만나 서로를 격려하고 필요한 정보나 자원을 공유

하는 자조 모임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장

애 형제와의 질적 연구(최복천 등, 2014)에서는 비장애 형제가 가까운 미

래에 부딪히게 될 다양한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

는 지원망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성인기 비장애 

형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자

조 집단 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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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직업 지원

  1.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요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정책은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이 가장 특화되어 직업재활 정

책을 명시하고 있고, 이 외에 (2)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3)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직업능

력개발훈련)과 시행령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4)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등의 법

률에 기초하여 교육부와 복지부, 고용노동부 각 부처별 서비스 전달체계

에 의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으로 

통일)은 2014년 법 제정과 더불어 2015년 11월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

록 이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및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장애 관련 다양한 법률에도 불구

하고, 발달장애인과 이들 부모의 욕구와는 거리가 멀고 지원도 미비함에 

따라 장애계의 요구에 의해 별도 법률로 제정되었다. 본 법의 25조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부분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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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2015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

칙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변경 과정에서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추가한 

바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시설의 변화를 반영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

고 있는 ‘직업적응훈련시설’과 본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화된 직업훈

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책적 의미와 방향성 그리고 현장에서

의 변화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기본 법으로서 장애인의 장애 발생 예방과 직업재활 그리고 생활보호 등

의 복지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직업재활 정책은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

고 있는 본 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본 법에서는 장애인

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

화하였으며, 장애인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본 법의 제58조에서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및 고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지는 ‘장애인복지시설2)’을 정의함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지는 직업재활 사

업 체계를 형성하였다.

2)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시설은 1989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 (1) 보호작업장과 
(2) 근로작업시설 두 종류이던 것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 작업활동시설, (2) 보호
작업시설, (3) 근로작업시설, (4) 직업훈련시설, (5) 판매시설로 세분화되었다가, 2008년 
이후 다시 (1) 보호작업시설 (2) 근로작업시설 두 종류로 구분하게 되었고, 최근(2015년) 
(1) 보호작업시설, (2) 근로작업시설, (3)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변화되었음. 이러한 직업재
활시설의 유형 개편은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 시기마다 이루어졌으며, 장애인의 직
업재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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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고용 기회의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본 법률에 근

거하여 ‘한국장애인공단’이 설립되었다. 본 법률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준용

하지 않을 시 미달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담금을 납부하거나, 기준 이상

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

다. 본 법은 이 같은 사업주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직업재

활 서비스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문선화 등, 2005).  그러나 본 법의 

초기 이행 당시 본 법의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고용이 용이한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이행됨에 따른 장애계의 비판과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고

용 활성화 대책 마련의 요구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사업’

의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고 본 법률의 이름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으로 개정하였고, 본 법의 개정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노

동부담금의 2/9에 해당되는 기금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재원이 

되었다. 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직업재활 정책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김

성희 등, 20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자주

적 능력을 신장하여 장애 학생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에 기여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에서는 장애 학생 개인의 특성

에 맞는 교과 교육, 치료 교육, 직업 교육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문선

화 등, 2005). 특히 본 법의 제23조에서는 학령기 장애 아동이 학교를 졸

업하고 성인기로 전환될 때 직업을 통한 사회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 및 직업 교육의 지원, 직업 적응 훈련에 대한 규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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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적응 훈련실의 설치와 인력, 경비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2012년 이전 특수학교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제5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이 있는 경우,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수업 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두도록 하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 특수교육 학생의 능력과 요구, 장애 

유형 등에 맞춘 직업재활 훈련과 자립생활 훈련 실시를 위한 전공과를 운

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수학급에도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23조에서 언급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 구

성’의 역할을 위해 전국에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김

성희 등, 2013). 법률별로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한 종항을 중심으로 간

략하게 정리하면 <표 3-1-1>과 같다. 

법령 관련 조항 및 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이 직업 및 고용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
구 규정(제25조)

-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 등을 제시(제25조)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에게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 강구 규정(제21조)
-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촉진(제21조)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책 마련(제12조) 

-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동범 시행령 1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 실시 및 전문 
인력 배치 규정(제23조) 

- 특수학교 내 직업훈련실 설치 및 인력과 경비 지원책 마련(동법 
시행령 18조)

〈표 3-1-1〉 장애관련 법령 내 직업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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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현황

가. 장애인의 직업 및 고용 관련 서비스

우리나라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기관과 (2)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3)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의한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과 그 밖

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다(김성회 등, 2013). 즉, 직업재활 서

비스는 (1) 교육부와 (2) 보건복지부 그리고 (3)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각 

법률에 의해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정적 분절에 따른 

개별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1) 교육부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재활 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학교(특수학

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를 졸업하고 사회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한다. 본 법에 의해 중학교 이상 

과정 학교의 학교장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직업재활 훈련 및 자립생활 

훈련을 실시하는 진로 및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

록 실습을 통한 직업훈련실을 설치하며, 관련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김성희 등, 2013, 재인용). 이에 특수 및 일반학교에서는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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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의 진로와 직업 교육 제공을 위한 ‘전공과’를 설

치하여 직업재활 훈련 및 자립생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전공과’가 설치된 특수학교는 총 127개소로 총 493

개 학급에 총 4,274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이다(교육부, 2015). 

이 중 발달장애인(지적장애+정서장애)은 3,682명 수준으로 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86.2%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15).

　 장애유형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특수
학교

학교 수 9 6 92 13 9 127

학급 수 28 15 384 37 29 493

학생 수 184 147 3,433 261 249 4,274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사 수　

일반
학교

19 29 186 52

〈표 3-1-2〉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자료: 국립특수교육원(2015), 2015년 특수교육통계, p.16~17의 내용 재구성 

또한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 학생의 진로·직업 교육 내실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원은 (1) ‘통합형 직업 교육 거점 학교’와 (2) ‘특수

학교 학교기업’ 등의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1) ‘통합형 직업 교

육 거점 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현장 실습 위주의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교육부 지정 30개교와 시·도 교육청 지정 

18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교육부, 2015). (2)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일

반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 학생의 현장 실습 

중심의 직업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교육부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23개 교이며, 20개 교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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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고, 3개 교가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총 23개소의 ‘특수학교 학

교기업’ 중 17개 교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교기업이다(교육부, 2015).

2015년 2월 고등학교(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과정을 졸업한 

학생은 총 7,111명으로 이 중 전문대를 포함하여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는 16.1%(1,146명)이고, 취업자는 24%(1,710명)로 나타났다. 대략 

40.1%(2,856명)가 특수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통해 사회

로 진출하지만, 이 외에 나머지 59.9%의 장애인(4,255명)은 졸업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나 그룹홈 등에 한정되었고 이마저도 제한된 인력

으로 운영되고 있어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기능이 좋은 장애인을 우선적

으로 선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발달장애에 해당되

는 정신지체+정서·행동장애+자폐성장애+발달지체의 규모는 약 72.2% 

수준이어서 이를 감안3)하고,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의 진학과 취업의 어

려움이 타 장애 유형에 비해 높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최소 매

년 4,400여 명4)의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

으로 파악된다.  

3)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배치 현황(2014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5), ｢2015년 한눈에 보는 장애인 통계｣, p.25. 
4) 발달장애인의 규모는 전공과 과정으로 진학한 장애인 2,212명과 미진학·미취업 장애인 

3,911명의 72.2%를 발달장애인으로 규정했을 때 최소 4,420명으로 예측할 수 있음.  



64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구분

진학 취업

졸업자 
수

전공과
대학

(전문대 
포함)

소계 진학률
취업자 

수
취업률
(%)

미진학 
미취업자 

수

고등
학교
　

특수학교 2,385 1,250 122 1,372 57.5 185 18.3 828 

특수학급 3,673 914 477 1,391 37.9 767 33.6 1,515 

일반학급 1,063 48 534 582 55.3 99 21 372 

계 7,111 2,212 1,133 3,347 47.0 1,051 27.9 2,715 

전공과 1,868 　 13 13 0.7 659 35.5 1,196 

전체 8,979 2,212 1,146 3,358 37.4 1,710 30.4 3,911 

〈표 3-1-3〉 특수교육 대상자 진로 현황

자료: 교육부(2015), 특수교육통계, p.103~105의 내용 재구성 

  2) 보건복지부 

복지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

비스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서 지정한 복지시설 중 (1)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 장애인 단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는 직업 상담, 직업 평가, 직업능

력 개발 훈련, 직업 적응 훈련, 지원고용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1) ‘중증장애인 지원 사

업’과 개발원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2)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등이 있다. 

가) 장애인복지관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관은 총 213개소가 운영되고 있

으며, 이 중 지적/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8개소이다(한국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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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관협회, 2015).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정과 평가,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 

재가복지 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복

지시설이다. 이 중 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 관련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내의 직업재활센터에서 담당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전

체 213개소 장애인복지관 중 138개 기관(64.8%)에서 직업재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138개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132개 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의 ‘직업재활센터’를 두고 있으며, 6개 복지관에서 ‘직업평가센터’를 

두어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직업재활 서비스는 ① 직업 상담, ② 직업 

평가, ③ 직업 적응 훈련, ④ 직업훈련, ⑤ 취업 알선, ⑥ 현장 훈련(지원고

용 포함), ⑦ 취업 후 적응 지원 등이 있다(김성회 등, 2013).  

2015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 상담은 179명, 직업 평가는 123명, 직업훈련은 792명, 취업 후 적응 

지도는 118명으로 나타났다(장애인복지관협회, 2015). 즉, 중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케이스도 있겠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의 규모는 대략  1,212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림 3-1-1〕 직업재활 사업 평균 실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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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시설로 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일반 고용 환경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

인을 위한 핵심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 및 적응 기능의 

제한으로 인하여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취업의 어려움이 더욱 크고, 취업

을 하더라도 일반 경쟁 고용보다는 직업재활시설 중 하나인 보호작업장

의 이용이 높다. 2014년 현재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82.6%가 보호작업

장을 이용하고 있고, 17.4%가 근로작업장을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11.3.).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근로를 경

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전체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77.3%로(보건복

지부 보도자료, 2015.11.3.) 직업재활시설은 발달장애인에게 직업훈련

의 기회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은 보호가 가능한 환경에서 근로의 기회(훈련)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시설(모

든 근로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 장애인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30% 이상 유지)이며,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

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

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뜻한다. 근로사업장은 경쟁 

고용으로의 전이가 가능한 장애인을 위하여 근로의 기회 및 최저임금 이

상의 임금을 지급(근로 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 

장애인 1인당 월평균 최저임금의 80% 이상 유지)한다(김성희 등, 2013).  

2014년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541곳으로 근로작업장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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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이고, 나머지 477개소가 보호작업장이며, 총 15,651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11.3.).  2008

년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는 10,422명으로 나타나 

7년 동안 약 5,000명의 이용 장애인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김성회 

등, 2013). 직업재활시설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평균 

2.3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표 3-1-4 참조).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72.6%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 장애가 4.7%, 지체 8.9%, 정신 5.4%로 발

달장애인의 비율이 77.3%로 매우 높았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1.3.).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한 달 평균 임금은 35만 

1,000원이었으며, 이들의 82.6%가 보호작업장을 이용하고 나머지  

17.4%만이 근로작업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5 참조). 

구 분 시설 수 종사자 수 근로 장애인 수

합  계 541 3,160 15,651

근로사업장  64   819  2,721

보호작업장 477 2,341 12,930

〈표 3-1-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현황(‘14. 12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11.3.)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시설 수 339 364 386 417 456 478 511 541

근로
장애인 수

10,059 10,422 11,048 11,770 12,870 13,758 14,739 15,651

평균임금 217 238 257 278 300 329 343 351

국비 예산
(백만원)

8,854 11,554
16,506

(추경 6000)
11,886 24,286 11,470 13,732 11,455

〈표 3-1-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단위: 시설, 명, 천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11.3.)(‘14.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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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시설은 1989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 (1) 보호작

업장과 (2) 근로작업시설 두 종류로 운영되다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 작업활동시설, (2) 보호작업시설, (3) 근로작업시설, (4) 직업훈련시

설, (5) 판매시설로 세분화되었다. 이후 다시 (1) 보호작업시설 (2) 근로작

업시설 두 종류로 구분하게 되었고, 2015년 (1) 보호작업시설, (2) 근로

작업시설, (3)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직업재활시설의 유형 개편은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 시기

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

히 2007년에 이루어진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은 참여정부의 정책 화두

인 ‘일자리 창출’의 기조에 맞추어 기존 5개 직업재활시설 중 근로작업시

설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유형의 뚜렷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모호함을 없

애기 위해 추진되었고, 이에 장애인 판매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도

의 시설로 분리하고, 나머지 유형의 시설을 보호작업시설로 통일하였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의 기능 확대뿐 아니라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역할 및 기능의 강화, 시설기준의 강화,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한 중증장애

인 일자리 제공 및 보호고용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진행된 것이다(이혜경, 

2012). 이러한 유형 개편은 각 시설의 역할 및 기능, 서비스 질의 향상 및 

지원의 강화를 위한 종사자 배치 기준5)(장애인 30명 이상인 직업재활시

5) 2.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최소 인원 (｢장애인복지법｣ 제 33조, 별표 4) 
   나.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1)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은 10명 이상으로 하고, 작업활
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0명 이상으로 한다. 

  2)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근로 장애인은 30명 이상으로 하고, 장애인 
보호작업 프로그램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 장애인은 20
명 이상으로 한다.

  4. 직원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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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종사자를 11명 배치할 수 있음)의 강화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의 보호

고용의 기능 강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이혜경, 201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로 통일)의 자금에 중앙정부의 자금

을 50:50 매칭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지방 이양은 지자체

의 자금 수준에 맞추어 중앙정부가 자금을 50% 매칭하는 형태이기 때문

에 지자체의 재정 규모에 의존하는 형태여서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실질

적인 책임은 지자체의 몫이 되고 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 예산 중 관리

운영비와 인건비와 같은 시설 운영의 핵심 예산은 100% 지방비로 지원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운영 수준

이 결정되고 있어 인력의 규모 등 직업재활시설의 환경이 열악하고, 지역

별 편차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상진, 2013; 김성진, 2015; 변경희 

등, 2015). 

2015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조사한 직업재활시설의 관

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예산을 비교해 본 결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예

산이 각각 대략 269억 원, 300억 원 수준이었고, 경북과 경남이 각각 

177억 원, 117억 원,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세종을 제외하고 대략 30억∼

78억 원 수준으로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변경희 등, 2015, 재인용). 

이에 따라 전체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수 대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4년 현재 4.95명이고, 보호작업장의 경우 3.32명, 근로작업장의 경

우 5.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변경희 등, 2015, 재인용).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와 장애인복지

다. 
직업훈련
교사

1명 -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10명당 1명
(10명 초과 시 초과 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12명당 1명
  (12명 초과 시 초과 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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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규정(아래 표 참조)하고 있으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에 맞게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실정이다(변경희 등, 2015). 

직종명 배치 기준 비                고

시설장 1명 - 시설당 1명

사무국장 1명 - 이용장애인 30명 이상인 경우 1명

직업훈련
교사

1명

-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 장애인 10명당 1명(10명 
초과 시 초과인 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장애인 12명당 1명
  (12명 초과 시 초과 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간호사 1명
- 이용 장애인이 50명 이상인 시설에 배치. 다만, 이용 장애인의 

건강 상태 및 근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배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음

영양사 1명
- 이용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 급식 제공 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사무원 1명 - 시설당 1명

생산 및 
판매

관리 기사
1명

- 장애인 근로사업장 : 근로 장애인 10명당 1명(10명 초과 시 초과 
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장애인 보호작업장 : 근로 장애인 20명당 1명(훈련 장애인은 
미포함, 20명 초과 시 초과 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시설
관리 기사

1명
- 자체 시설이나 기숙 시설을 운영하거나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근로 장애인과 훈련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를 합산하여 50명 이상인 경우 시설당 1명

조리원 1명
- 훈련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 급식 제공 

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위생원 1명 - 급식 시설 및 기숙 시설이 있는 경우 배치

〈표 3-1-6〉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주:  보호작업장의 생산 및 판매관리 기사 인원 산정 시 장애 3급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 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고용으로 본다.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권, p.2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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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 중 직업재활 사업은 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에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혜택이 경

증장애인에게만 돌아가 중증장애인이 배제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시

작되었고, 2000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기금형태로 운

영하던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 사업’의 명칭이 변화된 것이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

다(김성희 등, 2013; 김성회 등, 2014). 사업 예산은 171억 원 수준이며 

민간경상보조의 형태로 100% 국가에서 지원한다. 

중증지원 사업 위탁기관인 장애인개발원은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해 지

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수행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2015년 12

월 기준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직업평가센터나 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

설, 장애인 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 총 185개 수행기관에서 본 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변경희 등, 2015). 2008년부터 중증지원 사업의 예

산액은 계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취업 실적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액
(백만원)

16,288 16,664 16,664 16,664 16,664 17,164 17,622

취업
실적(명)

 4,846  5,385  5,500  6,069  6,312  6,571  6,870

〈표 3-1-7〉 중증지원 사업 지원 예산 추이 및 취업자 실적

자료: 변경희 등(2015). 해외선진사례를 통한 직업재활센터 확충방안, p.57 재인용 

본 사업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직업재활 과정 단계별로 아래 표와 

같다. 각 단계별로 발달장애인의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히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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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지원고용과 같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의 경우, 참여자

는 2015년 한 해 동안 1,313명으로 나타났다.  

〈표 3-1-8〉 중증지원 사업 지원 주요 실적 

단계 주요 실적 주요 실시기관

직업 상담 30,300 전 기관

직업능력 평가 15,670 직업재활센터, 직업능력평가센터

개별 직업 재활 
계획

개별 직업재활 계획 전 기관

직업 적응 훈련/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직업 적응 및 직업능력 
개발 4,586

- 직업 적응 훈련: 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설

-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관

지원고용/
취업 알선

- 지원고용: 1,313
- 취업 알선: 9,525
- 구인 인원: 12,047

- 지원고용: 직업재활센터
- 취업 알선: 직업재활센터, 장애인 단체

취업 취업: 6,909 직업재활센터, 장애인 단체

취업 후 적응 
지원

취업 후 적응 지원: 9,608 직업재활센터, 장애인 단체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년 장애인개발원 연례보고서, p.65

라) 장애인 일자리 사업6)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 외에 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다. 본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6년 ‘able 

2010 프로젝트’의 형태로 시작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내 일자리를 개발하

고, 개발된 일자리에 장애인이 참여함으로써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6) 한국장애인개발원(2015)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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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를 제공받고,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의 실현과 일반 노동

시장 전이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 일반형 일자리 (2) 복지 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3) 

특화형 일자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구분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참여형
일자리

특수교육
연계형

안마사
파견 사업

요양보호사보
조 일자리

근무
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월 56시간
(주 3~4일)

주 25시간
(일 5시간, 주 5일)

참여
기준

미취업 등록 장애인
미취업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기
관 재학생

미취업 
안마사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주요
업무

공공 및 복지 행정 
업무 지원

환경 도우미, 주차 단속, 
사무 보조, 사서 보조, 

보육 도우미 등 21개 직무 

안마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보조 업무

근무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공공기관,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경로당 등 
지역사회 

시설

노인요양기관 
및 시설

월급여 1,167천원 313천원 1,000천원 731천원

참여
현황

4,903명 9,010명 703명 263명

〈표 3-1-9〉 장애인 일자리 사업 종류별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11.3.)

일반형 일자리(이전 행정 도우미 사업)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해서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

관 등에 장애인을 배치하여 실무 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소득

을 보장하는 일자리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복지 일자리는 (1) 직업적 중

증장애인과 (2) 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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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일자리는 (1)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미취

업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과 (2)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조사 보조 일자리로 구분

된다. 발달장애인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복지 일자리

의 특수교육 연계형 사업과 특화형 일자리 사업의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

리 사업이 있다. 각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2015년 현재 총 14,500명이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14,879개의 일자리가 개발되었다(보건복지부 보

도자료, 2015.11.3.). 이들 일자리 사업의 장애 유형별 참여 현황을 보면 

총 14,748명의 참여자 중 지적장애의 참여는 19.3%, 자폐성 장애는 

1.6%로 발달장애의 참여율은 20.9% 수준으로 나타났다(이혜경 등, 

2015).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일자리수 4,990 5,000 6,672 6,920 10,300 10,800 14,500 14,500 14,879

예산 8,164 12,952 15,851 20,430 27,293 31,087 49,549 60,426 66,203

〈표 3-1-10〉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11.3.)

  3) 고용노동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을 중

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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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장애인 고용장려금, 시설장비 지원, 융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

원 사업 등)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현재 15만 4,000여 명

의 장애인이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27,349개소의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

체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통한 장애

인 고용률은 2013년 말 기준 2.48%에 이르며, 기관별 고용률은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 2.63%, 공공기관 2.81%, 민간기업 2.39% 수

준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1.29.).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을 

위한 특정 정책이나 고려 사항은 없으며, 중증장애인의 범위 안에 발달장

애인을 포괄하는 형태이다. 2010년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경우 2배수로 인정하는 ‘더블 카운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예이다. 2016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

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현황에 대한 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통한 장애인 

고용은 일반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로 인한 발달장애인의 고용시장 참여 실적

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2008년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와 장애인 패널 조사의 원 데이터를 재분

석한 강동원(2009)의 연구에 의하면, 2008년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고

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전체 116만 개소 중 약 5만 6,000개소(전체의 

4.9%)이고 상시 고용 장애인은 약 15만 3,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장애 유형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 장애인 153,419명을 

100%로 봤을 때, 지적장애인은 3.2%(4885명), 자폐성 장애인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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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명)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3.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동원, 2009:97)). 이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업체 상시 근로와 같은 경쟁 고용으로의 취업이 타 장애 유형에 비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서비

스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

용공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 취업 알선 (2)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직무지도원 활용 3

∼7주간 현장 훈련) (3) 시험고용 (4)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특수학교

(급) 학생 대상) (5) 직업 진로 지도(워크투게더센터: 특수학교(급) 장애 

학생 진로 지도 컨설팅) (6) 직업능력 평가 등이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취업 알선과 상담, 평가 등 공

단 지사를 통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이나 근로지원인 제도 등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

지관이나 직업평가 센터, 직업재활 시설, 그리고 장애인 단체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1) 장애인 취

업 지원 사업과 (2)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3) 근로지원인 제도 등 다양하

지만 (3) 근로지원인 제도는 서비스 대상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이용이 불가하다. 장애인고용공단의 핵심 사업인 

(1)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사업체 고용을 유도하고, 장애 유

형별 직업적 특성에 맞는 직업을 발굴하여 적합한 직무를 제시하는 사업

으로, 이중 발달장애인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사업은 직무지도원의 지원

7) 강동원(2009). 장애인근로자 근로실태 및 최저임금 적용방안 연구, 국립한국재활복지대
학·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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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3∼7주간 현장 훈련을 받아 직업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 ‘지원고용 및 직무 체험’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본 사업의 수료 

인원은 3,316명이었고, 2014년에는 3,253명이 본 사업을 수료했으며, 

이 중 발달장애인 수료자는 2,340명(81.4%)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1.29.). 발달장애인이 주된 사업의 대상인 지원고용은 

2008년 713명에서 2012년 1,38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성

회 등, 2013). 

최근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센터’를 설립·추진 중

이다. 본 사업은 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단 직업능력개발원(5개소)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입학 희망자 610명 중 300명만이 훈련에 참여하고, 나

머지 310명(50.8%)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장애인고용공단 내부 자료, 2016). 2016년 서울시 

교육청과 공단의 협력 사업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성일중학교 내

에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설립(장애인고용공단 내부 자료, 2016)

하고, 이용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84개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중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발달장애인이거나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이

며, 고등학교 재학생 50명과 전공과를 통해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발달

장애인 40명 등 총 90명이 본 센터를 이용할 예정이다. 이용 장애인은 6

개월 동안 의류 분류, 요양 간병 보조, 제과 제빵, 바리스타 등 제조기술

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게 되며,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는 해당자에 한해 ‘훈련 준비금’과 ‘훈련 수당’이 지급되고 훈련 이후 취

업 알선 및 취업 후 적응 지도가 제공될 예정이다(강혜민, 2016.8.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향후 인천교육청과도 협의하여 인천에도 발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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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훈련센터를 설립할 계획에 있다(장애인고용공단 내부 자료, 2016). 

나. 각 부처의 연계 현황 

  1) 각 부처의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현재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그리

고 교육부(전공과 및 학교 일자리 등)의 분절적 행정체계에 기초하여 이

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고

용노동부는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시

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각 부처 사업의 목적에 맞는 개인별 지원 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을 뿐 부처 간 연계는 미미하다. 일례로 

복지부는 보호고용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의무

고용과 사업주 위주의 서비스, 그리고 교육부는 성인기 전이를 위한 직업

훈련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의 측면에서 중복적인 

부분이 크다(김성회 등, 2013).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교육부는 ‘특수교육정책과’에

서, 복지부는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행정 조직 내의 기관을 활

용하여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

학급, 특수학교의 전공과를 중심으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

부는 한국장애인공단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활용과 지역별 

지사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최근 ‘워크투게더센터’를 활용하여 

교육부 직업재활 서비스와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국장애

인개발원과 지방자치단체 내의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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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최근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

라 지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직접적인 서비

스 제공 기관은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로 봐도 무

방하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 중증장애

인 지원고용 사업이나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 복지부가 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이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

우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개발원은 운영 주체이고 실질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직업

평가센터, 그리고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다. 이들 기관은 계약 체결을 통

해 직접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행기관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

에 예산의 출처만 다를 뿐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직업재활을 실시하는 138개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

센터, 직업평가센터, 2015년 기준)과 541개의 직업재활시설(2014년 기

준), 장애인고용공단의 5개 직업능력개발원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2) 각 부처의 직업재활 서비스 연계 현황

각 부처 간 직업재활 정책의 연계는 현재 장애인공단에서 운영하고 있

는 ‘워크투게더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법｣의 이행으로 전국

적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다. 워크투게더

센터는 장애 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

년 3월부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워크투게더

센터는 2013년 3월부터 전국 6개 공단 지사에 센터 를두고 (1) 지방교육



80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청과 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고용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과 (2) 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례 관리체계

를 근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유은주, 2013). 그러나 역할이 아직 

미미하고 교육부와 복지부, 고용노동부를 모두 포괄하는 연계 체계로서

의 모습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법｣의 시행 단계로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은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 발

달장애인의 개인 특성 및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을 둔 복지 서비스 제공

을 위한 핵심 전달체계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 중이

다(조윤화 등, 2015). 2016년 복지부는 54억 원의 예산을 들여 17개 시

도에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동아뉴스, 2015.11.20.), 2016년 9월 현

재 대구, 광주, 경상남도, 부산, 강원, 울산 등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운영을 시작하였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이제 사업을 시작

하는 단계로 센터의 인력과 중심 사업,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과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실질

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취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단계

라 할 수 있다. 

  3. 문제점

가. 시설 부족 및 서비스 대상·내용의 중복 

직업재활 서비스는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각 사업의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성과 중심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단기간의 훈련을 통

해 직업재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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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직업능력이나 기능이 좋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선별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마다 정해져 있는 서비스 제공 기간이나 훈련 기간 동안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이후 취업으로 전이되지 못한다면 고용노동

부와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훈련 프로그램 혹은 지역 내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 혹은 직업재활시설 등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지

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등)은 대기

자가 많고, 기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

는 ‘서비스 이용 주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이 좋은 발달장애인

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전전하며 성인기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

유는 궁극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 비효율적 서비스 제공 체계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와 같은 분절적 행정체계를 상호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직업재활 서비스는 연령에 따라 학령기 장애 학생은 교육부에서, 성인기 

장애인은 복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담당하고, 장애인 고용 전반은 노동

부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은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서비스 내용과 대상, 성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구분은 매우 

모호하다(이준우, 김규한, 임수정, 2013; 김성회 등, 2014). 현재와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잡성은 서비스이용자인 당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하

며, 중복 수급과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된다. 더군다나 각 부처별 명확

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분 없이 각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어 제도 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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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업무와 자원의 배분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실천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 같은 부

처 간 연계에 대한 논의는 20년 전부터 시도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

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이준우 등, 2013; 김성회 등, 2014). 

다. 직업재활시설의 한계

우리나라와 같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경쟁이 심한 노동시장의 여건에서는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을 활용하

여 장애인의 직업 활동의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임금을 받는 방식이 매

우 유용하며,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은 다른 국가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등 대표적인 직업재활 서비스 제

공기관의 이용 대상은 발달장애인이고, 특히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77.3%가 발달장애인인 점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

업재활 정책에 있어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보건복지

부 보도자료, 2015.11.3.).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설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은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의 제공이라고 하는 

복지적인 성격으로서의 장점과 함께 ‘고용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장으로

서의 경영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이윤 창출 및 생산성 강조’ 및 

‘최저임금 지급’의 문제와 같은 경영적 측면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

다(김성진, 2015; 변경희 등, 2015).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시설로서의 기

능과 역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사업장(주로 

제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률의 적용도 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

의 입장에서 직업재활시설은 낮 동안 ‘보호’를 받고 ‘고용’ 기회도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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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설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반된 기능들을 조화롭게 수행해 나

가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직업재활시설은 경쟁 고용과 같

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통합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분리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자립생활 패

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념적 한계도 명확하다. 현재 직업재활시설

은 직업재활시설이 갖는 다양성과 복합성 그리고 이념적 한계와 더불어 

재정적 열악성에 따른 인력의 부족 이슈에도 직면해 있다. 인력의 부족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서비스 질의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 

라.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정책의 부재(행정환경의 제한)

우리나라 ‘제4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에서 밝힌 

직업재활 정책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만 언급되어 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직업재활 정책 방향이나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직업재활 정책 방

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발달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정책의 필요와 이를 위한 정책 연구 등은 시

행된 바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 행정체계상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

복지부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정책실’에서 다루어지며, ‘장애인정책실’

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권익

지원과’ 4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을 대표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운영의 업무는 ‘장애

인자립기반과’에서 담당하고,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공공 후견 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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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발달 재활 서비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등의 업무는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

에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장애인자

립기반과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모두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하지만 실제

적으로는 두 부서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절 평생교육 지원

  1. 관련 법률 및 제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법적 내용은 발달장애인법, 평생교육

법, 특수교육법 등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발달장애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구별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

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

법 제2조 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들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

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 제공 인력의 요

건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발달장애인이 지니는 개인적 특성, 자기결정 및 자

립생활 역량,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게 될 운영 관리

자, 교육 관리자, 보조원 등의 요건도 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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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며,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다. 특히 이 

법의 제19조의 2에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고, 장애인 평

생교육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발달

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 개발과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

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

하여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3-2-1>와 같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

하여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 제정의 예로는 군산시, 서울 노원구, 광주 

서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조례들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운영

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평생교육 조례와 관련

된 내용은 <표3-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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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련 조항 및 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의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정책 강구 규정 및 정  진단 
비용 지원(제23조)

- 재활 치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의료지원체계 구축 마련(제24조) 
-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운영 등을 제시(제24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 방향, 추진계획 및 방법, 전문인
력의 육성 및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정책 수립 규정(제6조)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및 건강관리사업, 의료기관 접근 등 이용보장,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건강보건통계사업, 건강보건정보사업, 장
애인 및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 운동 및 
체육,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제17조)

- 재활의료기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8조-제21조)

장애인복지법
-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촉진 및 관련 정책 강구 

규정(제17조)
- 재활의료 제공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규정(제1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장애인의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규정(제31조)

국민건강증진법

- 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수립
(제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및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
용 규정(제25조) 

〈표 3-2-1〉 장애관련 법령 내 평생교육지원 내용

지역 법령 내용 

전라북도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조례

-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제6조)

서울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제4조), 평생교육센
터의 기능(제5조), 예산의 지원(제9조)

광주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제6조)

〈표 3-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관련 조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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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비스 제공 및 지원 현황

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현황

국가의 평생교육에 관한 통계 자료로 평생교육통계 자료집이 2007년

부터 발간되고 있는데, 2015년 현재 평생교육기관은 <표 3-2-1>와 같이 

4,144개로 조사되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 이 기관의 종

류로는 원격 평생교육기관이 903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언론기관 부

설이 882개, 지식 인력개발이 626개, 대학(원) 403개 등이다. 한편 프로

그램 수는 전체 212,371개이며, 그 중 유통업체의 프로그램이 70,515

개, 원격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 63,695개, 대학의 프로그램이 

28,685개 등이다. 

평생학습관의 수는 358개로 전체 기관의 약 8.6%이며, 평생학습관에

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의 수는 22,859개로 전체 프로그램의 약 10.8%이

다. 평생학습관은 설립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275개로 

약 76.8%이며, 법인인 경우 65개로 약 18.2%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 

63개가 설립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서울 56개, 대구 28개, 경북 24개, 

경남 23개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평생교육 통계 자료집에서 장애

인 평생교육기관 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데, 이는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기관 분류 체계, 평생교육에 대한 조

사 항목에서 장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요 대상

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를 조사하는 항목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

인 등에 관한 자료는 제시되고 있으나 장애인 관련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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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 수
프로

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
직원 수

총계 4,144 212,371 16,379,570 70,835 18,883

학교
부설

유초/중등 9 47 1,094 41 17

대학(원) 403 28,685 824,011 15,206 1,954

원격 903 63,695 12,440,439 10,470 5,872

사업장
부설

유통업체 369 70,515 1,091,240 20,820 1,408

산업체 45 2,000 87,913 1,204 554

시민단체부설 549 6,375 140,058 3,865 1,489

언론기관부설 882 5,293 188,735 4,060 2,065

지식 인력개발 626 12,898 767,210 6,472 3,589

평생학습관 358 22,859 838,870 8,697 1,885

〈표 3-2-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현황(2015)

   자료: 교육통계서비스(2016), 기관유형별 평생교육기관 개황

이렇게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 

학습자 수 등에 대한 자료가 구분되어 제시되지 않아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결과도 각기 다른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

한 실태 자료의 결과는 <표 3-2-4>에 예시되어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정인숙 등(2005)의 연구에서는 34.0%였으나 윤점룡 등(2010)의 연구에

서는 74.5%였다. 이와 같이 연구별로 결과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인가·등록·

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발달장애인법에 의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야만 법적 측면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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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어 명확하게 파악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평생교육통

계 조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조사 기준이나 항목을 추가하여

야만 보다 명료하게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구자 평생교육기관

정인숙 외
(2005)

①장애인복지관(34.0%)
②장애인 단체(23.6%)
③장애인 평생교육기관(11.1%)

④일반인과 함께하는 교육기관
  (10.9%)
⑤사회복지관(9.8%)

이성봉, 
정해동
(2007)

①사회복지관(16.5%)
②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15.4%)
③시설 형태 독립 

평생교육시설(12.1%)

④직장 부설 평생교육시설(4.4%)
⑤기타(51.6%)

윤점룡 외
(2010)

①장애인복지관(74.5%)
②사회복지관(10.2%)
③일반인을 위한 기관(6.9%)
④장애인 단체(2.5%)

⑤장애인 평생교육기관 (2.2%)
⑥대학 장애 성인 교육기관(1.5%)
⑦일반 학원(1.5%)
⑧장애 성인 학원(0.7%)

송소현 외
(2011)

①특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 평생교육기관(27.9%)

②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27.9%)

③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 
(13.5%)

④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6.3%)

〈표 3-2-4〉 평생교육기관 이용 실태 선행 연구

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최근 국립특수교육원(2014)의 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 그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특수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

생교육시설(장애인 야학 포함)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

는 교육으로 정의하였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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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대상은 평생교육기관 93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59개, 장

애인 단체 17개 등 모두 169개 기관이었다.8) 

조사 결과 운영하고 있는 주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는 518개였

으며, 문화예술이 51.2%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이 인문교양 

14.5%, 직업능력 향상 11.2%, 성인 기초/문해 교육이 10.7% 등이었다. 

또한 희망하는 프로그램 종류로는 문화예술이 40.2%였고, 직업능력 향

상과 인문교양이 각각 25.4%, 성인 기초/문해 교육이 11.8% 등이었다. 

구분
학력
보완

 성인기초/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전체

프로그램 
운영

34
(6.6)

56
(10.7)

58
(11.2)

75
(14.5)

265
(51.2)

30
(5.8)

518
(100)

프로그램 
희망

20
(5.9)

40
(11.8)

86
(25.4)

37
(25.4)

136
(40.2)

19
(5.6)

338
(100)

〈표 3-2-5〉 주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희망 

자료: 국립특수교육원(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 p.380 재구성 

조사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기간은 1개월 미만이 8.5%, 

1개월~3개월 미만이 16.0%, 3개월~6개월 미만이 31.5%, 6개월~1년 

미만이 35.5%, 1년 이상이 8.5%로 3개월에서 1년 미만이 전체의 2/3 이

상이었다. 

장애 유형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지적장애가 45.8%

로 가장 높았고, 지체장애 20.5%, 뇌병변 장애 8.6%, 정신장애 5.4% 등

이었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의 연령을 살펴보면 24세 미만이 13.4%, 

8) 그러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체육시설 
등이나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인가․등록․신고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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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세 19.6%, 35~44세 14.5%, 45세 이상 37.5% 등이었다. 

재정 지원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조사된 570개 프로

그램 중 재정 지원이 없는 프로그램은 28.8%였고, 재정 지원이 있는 프

로그램은 71.2%로 나타났는데, 재정 지원을 하는 부처로는 시도교육청

이 48.7%였고, 지방자치단체 13.0%, 교육부 4.9% 등이었다. 평생교육 

수강료는 무료가 85.1%였고, 부담을 하는 14.9% 중 5만원 미만이 

11.2%, 5만원~10만원 미만이 1.4%, 10만원 이상이 2.3%였다.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으로는 예산 부족이 34.2%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특수교육 보조 인력 부족이 23.1%, 운영 지침 및 교육 프로그램 

부족이 16.6%, 프로그램 필요성 인식 부족이 13.6% 등이었다. 장애인 평

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다양한 특성 32.3%, 다

양한 요구 30.2%, 기관의 시설 및 예산 지원 21.3%, 교육 강사의 전문성 

6.5% 등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프로그램 

필요성 인식 
부족

운영지침 및 
교육 프로그램 

부족

특수교육 
보조인력 

부족

시설, 설비, 
교재교구 

부족

예산 
부족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338
(100)

46
(13.6)

56
(16.6)

78
(23.1)

32
(9.5)

116
(34.2)

10
(3.0)

〈표 3-2-6〉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

자료: 국립특수교육원(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 p.382 재구성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외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제공) 실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표 3-2-5>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자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나 이용(제공) 실태는 차이가 나는데, 이는 연구자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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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이나 조사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해동, 이성봉(2007)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장애인 중 평생교육 프

로그램을 이용한 비율로 정보화 교육이 6.5%, 직업 교육이 6.0% 등으로 

나타난 반면, 이근용, 유명해(2009)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기술의 비율이 

42.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직업 영역으로 21.7%였으나, 윤점룡 등

(2010)의 연구에서는 취미, 오락, 여가 관련 교육과 취업 직업 관련 교육

이 각각 28.6%와 28.5%로 높았다. 송소현 등(2011)의 연구에서는 여가 

취미 생활에 대한 비율이 32.2%, 직업 및 취업이 18.9%, 학력 보완 교육

이 16.5%, 사회 참여 교육이 14.6%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해동, 
이성봉
(2007)

①정보화 교육(6.5%)
②직업 교육(6.0%)
③여가 교육(5.4%)

④교양 교육(4.2%)
⑤문해 교육(1.8%)
⑥기타(2.4%)

이근용, 
유명해
(2009)

①일상생활 기술(42.8%)
②직업 영역(21.7%)
③기능적 기초 학습(17.8%)

④자기결정 기술(11.8%)
⑤사회적 기술(3.3%)
⑥지역사회 참여 기술(2.6%)

윤점룡 외
(2010)

①취미 오락 여가 관련 교육(28.6%)
②취업 직업 관련 교육(28.5%)
③건강 보건 스포츠 관련 교육 

(18.8%)

④기초 교양문화 관련 교육(17.8%)
⑤시민경제 사회 참여 교육(6.1%)
⑥학력 인정 교육(0.3%)

송소현 외
(2011)

①여가 취미 생활(32.3%)
②직업 및 취업(18.9%)

③학력 보완 교육(16.5%)
④사회 참여 교육(14.6%)

〈표 3-2-7〉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 선행 연구

김기룡, 나경은(2015)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달장애

인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평생교육 영역을 조사한 결과는 직업 

생활 36%, 독립생활 35.3%로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생

활 16.5%, 지원 서비스 11.6%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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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직업 생활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일하

기, 고용 유지, 고용 확보,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 직업 전 교육 직업현장 

견학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독립생활에서는 일상생활 훈련, 의사소

통, 자기결정, 금전 관리, 개인 위생 등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하위 영역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살펴보면 

기초문해가 42.9%, 직업능력 향상이 42.6%, 문화예술 6.9%, 인문교양 

5.6% 등이었다. 기초문해의 경우 대부분이 자립생활 교육, 지역사회 적

응 교육, 신변자립 교육 등을 포함하는 기초 자립생활(98.2%)에 대한 요

구였으며, 직업능력 향상의 경우 직업기능 교육, 직무능력 향상 교육, 직

종훈련 교육 등을 포함하는 전문 직업 교육(51.9%)과 직업 적응 훈련, 직

업탐색 교육, 직업 의식 교육, 직장 예절 교육 등을 포함하는 기초 직업 

교육(42.6%)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3-2-8 참조).

영역 하위영역 빈도(비율)

인문교양
(n=17, 5.6%)

사회재활(성인심리 재활, 지체장애인 재활, 중도장애인 
재활 등)

 14 (82.3)

생활 소양(정보화 교육, 생활 요리, 장애인 성교육 등)   3 (17.7)

인문학적 교양   0 ( 0.0)

직업능력 향상 
(n=129, 
42.6%)

기초 직업 교육(직업 적응 훈련, 직업 탐색 교육, 
직업의식 교육, 직장 예절 교육)

 55 (42.6)

전문 직업 교육(직업 기능 교육, 직무능력 향상 교육, 
직종 훈련 교육)

 67 (51.9)

자격 인증(컴퓨터 자격, 장애인 복지 자격)   3 (75.0)

시민 참여
(n=4, 1.3%)

시민 의식(장애 인권 교육, 성희롱예방 교육)   1 (25.0)

시민 역량(장애인 활동가 양성, 인권 강사 양성)   0 ( 0.0)

〈표 3-2-8〉 주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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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기룡, 나경은(20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요구분석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조흥식 등, 2011)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했는데 부모들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생애주기적 관점과 생태체계

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성

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실현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발달장애 성인의 부모들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성

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할 수 있게 하며 일상생활 기능 

및 직업능력의 향상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았으며, ‘발달장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용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가 확대되고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

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절대적으

로 부족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

도의 마련이 시급하며,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발

영역 하위영역 빈도(비율)

기초문해
(n=130, 
42.9%)

한글 문해(한글 교실, 책 읽어주기)   2 ( 1.5)

한글 생활 문해   0 ( 0.0)

기초 자립생활(자립생활 교육, 지역사회 적응 교육, 신변 
자립 교육, 스스로 학교)

128 (98.2)

문화예술
(n=21, 6.9%)

여가 스포츠(생활 스포츠, 건강 스포츠, 레저 스포츠, 
스포츠 예술)

 13 (61.9)

문화예술 향유(미술 활동, 사진 교실)   5 (23.3)

문화예술 숙련(악기 교실, 합창 교실)   3 (14.3)

학력 보완
(n=2, 0.7%)

초등 학력 보완(초등 교과 연계 강좌)   1 (50.0)

중등 학력 보완   0 ( 0.0)

고등 학력 보완(학점은행제 강좌)   1 (50.0)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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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장애 성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조달함과 동시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서비스 공급 주체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조흥식 등, 2011, 재인용).

다. 장애인 평생교육 체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체제를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달체계나 행정 등 조직의 측면, 발달장애

인 평생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마련이나 수요자의 부담 등 재정의 측면, 

평생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인력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저, 조직의 측면에서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

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두도록 2016년에 평

생교육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설립·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거점센터로 이어지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달체

계, 행정 조직,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대학 기반, 직업 중

심, 특수학교 기반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시범 프로그

램 및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생교육 전담 기구에 해당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행정 기구에 해

당하는 교육부 및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간

의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 연구, 개발 등에서의 협력 또한 필수

적이다. 이러한 전담 기구, 행정 기구,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이 각 지방

자치단체의 행복학습센터, 대학, 평생교육시설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

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인가, 등록, 신고,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성구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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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장애인 평생교육기

관 관계자들은 재정 부족을 기관 운영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으며, 

관련 연구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

적인 과제는 예산 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곽승철, 2010; 정해동, 이성

봉, 2007).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 대학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등록금

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자

체 등에 있다고 응답하였다(이근용, 유명해, 200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게 될 인력과 관련하여 이근용, 유명해

(2009)의 연구에서 부모의 선호도는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나타났다.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 방안

과 관련해서는 기초 자격으로 특수교사 자격 혹은 평생교육사 자격을 기

반으로 하고, 특수교사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 150시간 이상의 연수를, 평

생교육사는 특수교육 관련 과목 225시간 이상 연수를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배치 방안으로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장애인 평

생교육기관에 우선 배치하고 점차 모든 평생교육 기관에 1인 이상 배치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정인숙 등, 2013).

  3. 문제점 

국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 관련 법률 및 제도, 

평생교육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체제의 순서로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법적 

내용이 마련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방안이나 예산이 마련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항이 시급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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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법적 내용이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평생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지정해야 하나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 평생교

육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

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또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향후 평생교

육 진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셋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의 영역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나 그 세부 영역이나 프로그램에 대

한 발달장애인의 요구는 일부에 제한되어 있다. 즉,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여 직업 적

응, 자립생활, 지역사회 적응 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발달장애

인의 역량을 계속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모델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개

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넷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가장애인평

생교육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담 기

구 및 행정부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평생교

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국가 부담 정도와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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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건강 지원

  1. 관련 법률 및 제도

 

가. 법률 개요

발달장애인 건강·재활·의료지원 정책은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

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

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

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

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

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장애

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

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에 있다. 이 가운데 법 제7조는 건강검진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보

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

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국가와 지



제3장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 및 문제점  99

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

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으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8조의 규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

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법 제16조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

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17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

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의

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의 의료행위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의 적극 고려, 선천적, 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

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추진 등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

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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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규

정을 보면, 먼저 법 제4조 2항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아동·여성·

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 방안을 포

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조 2항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

함에 있어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간략하

게 정리하면 <표 3-3-1>와 같다.

법령 관련 조항 및 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의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정책 강구 규정 및 정  진단 
비용 지원(제23조)

- 재활 치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의료지원체계 구축 마련(제24조) 
-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운영 등을 제시(제24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 방향, 추진계획 및 방법, 전문인
력의 육성 및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정책 수립 규정(제6조)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및 건강관리사업, 의료기관 접근 등 이용보장,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건강보건통계사업, 건강보건정보사업, 장
애인 및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 운동 및 
체육,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제17조)

- 재활의료기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8조-제21조)

장애인복지법
-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촉진 및 관련 정책 강구 

규정(제17조)
- 재활의료 제공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규정(제1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장애인의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규정(제31조)

국민건강증진법

- 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수립
(제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및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
용 규정(제25조) 

〈표 3-3-1〉 장애관련 법령 내 건강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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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 개요9)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인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계급

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 진단 비용과 

장애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

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

애 아동을 포함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

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

원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 가운데 뇌병변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청각능력, 미

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 등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 아동

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등록 장

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 기구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교육 대

상자가 치료 지원을 희망하면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가진 만 9세~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9)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에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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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재활 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며 정서·행동 장

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종합적이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장애가 발생한 후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찾아 

권역재활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및 지역사회의 장애인에게 공공재활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보다 빠르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역재

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지원 현황

정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

상 중 등록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 또

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제시된 품목 

구입 시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

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78,719명(의료급

여 2종 39,714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39,005명)이다(보건복지부, 

2015).

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 재활 치료, 장애 예방,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지속적 관리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에의 자립 능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2000년 16개 거점 보건소를 중

심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4년 12월 31일 현재 113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들 거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해당 지

역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5%에 해당된다(김완호, 2015). 이러한 지역사

회 중심 재활 사업은 건강 증진 프로그램, 장애 예방 프로그램, 재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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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장애인들

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적절한 재활 의료 서비스로의 연계 사

업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3-3-2〉 주요 재활 프로그램 실시 횟수 및 참여 인원

(단위 : 명)

구분 건강 증진 장애 예방 재활 치료
장애인 및 
가족 지지

지역사회 참여

횟수 10,865   9,046 61,299 1,648  2,831

명 25,684 111,506 35,003 6,146 13,936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인백서

이어서 발달장애인의 의료 및 재활 지원 사업의 이용 경험을 보면, 발

달 재활 서비스 이용 경험이 2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장애인 의료

비 지원으로서 18.6%이었으며 언어 발달 지원도 11.1%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결국 발달장애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

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에 특화된 서비스의 확대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

구분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 계 장애 전체

장애인 의료비 지원 19.1 14.7 18.6  7.8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10.0  7.9  9.8  5.1

장애 검사비 지원 10.4  6.2 10.0  5.0

발달 재활 서비스 20.5 71.1 25.3  3.6

언어 발달 지원  8.8 33.6 11.1  1.4

장애인 보조 기구 무료 교부  1.6  0.0  1.4  6.1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1.3  0.0  1.2 12.5

〈표 3-3-3〉 발달장애인의 의료 및 재활 지원 사업 이용 경험

(단위 : %)

자료: 김성희 등(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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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 재활병의원은 발달장애인의 4.1%가 이용 경험이 있으며,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28.8%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재활병의

원은 발달장애보다는 전체 장애인에게서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31.0%

로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재활병의원에 대한 이용 희망이 발

달장애뿐만 아니라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 등 다른 장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구분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 계 장애 전체

장애인 재활 병의원
이용 경험  3.5 10.2  4.1  2.5

이용 희망 27.9 38.0 28.8 31.0

〈표 3-3-4〉 발달장애인의 재활 병의원 이용 경험 및 이용 희망

(단위 : %)

자료: 김성희 등(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재구성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지방 

거주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인, 강원, 대전, 영남, 호남, 제

주의 6개 권역에 권역별 재활병원을 건립하였으며, 이곳에서 사회 복귀 

지원, 방문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보건

복지부, 2015). 권역별 재활병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개소당 2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권역별 거점 재활병원으로서 전문성과 공공

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질의 전문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완

호, 2015).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바, 현

재 제4차 계획(2016~2020)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

발원 2015, p.480). 제4차 계획에는 ‘중점과제 26’으로 장애인 건강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건강을 위한 ‘중점과제 26’에는 8개의 세부 과제

가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진율 제고, 장애인의 건강관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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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율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제고, 장애인 비만 유병률 감소, 장애인 의료

비 부담률 감소, 재가 장애인 재활 서비스 수혜율 제고, 그리고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속

의 장애인 건강 분야 계획은 비교적 다양하게 장애인 건강 수준을 증진시

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2017년 12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보다 다양한 

장애인 보건의료 프로그램이 나타나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문제점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지

원, 권역별 재활 의료 지원 등 다양한 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지

원하기 위해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등에

게는 바우처나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의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건강

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진료에의 비협조 

행동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의료인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진료 거부나 부당한 상위 기

관으로의 의뢰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장애 유형과는 다른 발달장애인 맞춤형 접

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106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필요하나, 현실적으로는 이용 경험 비율과 이용 희망 비율의 차이처럼 수

요와 공급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주치의 제도나 특별 클리닉 확대 등 다양한 대

책이 요구된다.

둘째, 성인 발달장애인의 증가와 다양한 건강관리 요구에 비해 이들에 

대한 적절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나 적절한 지원 및 건강관리 체계는 매

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만도

가 높고, 일부는 음주와 흡연의 문제도 있으며, 특히 운동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러한 건강 관련 행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한 관계로 발달장애인들은 건강 증진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하겠다. 

발달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증진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이 같은 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제4차 국민건강증진 계획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증진 시스

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로 신체장애 중심의 접근으로서 발달장

애인을 위한 건강 증진 대책이 미흡하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특화

된 보건의료 및 건강 증진 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건

강권 관련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보건의료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5차 국민건

강증진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발달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의 개발과 지원 시설의 확대 등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계획이 추가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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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거 지원

  1. 관련 법률 및 제도

최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 장애인 정도를 고려하여 우

선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택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에서

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수급품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가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분리, 배제, 거부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약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상의 등록 장애인을 의미하며, 이들이 주거 약

자용 주택에서 생활하고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54조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별도로 주택을 공

급하고 관련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지원과 관련된 종항을 중

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3-4-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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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련 조항 및 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규정(제29조)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 및 주택의 보급, 개선에 대한 강

구 규정(제2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에 관한 규정(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에 대한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
별금지 규정(제16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 주거약자의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 주택개조지원, 주거문제 상담, 주거환경 실태 조사 등 주거지원센

터 설치 및 지원 등을 제시(제17조) 

주택법 - 장애인 등에 대한 별도의 주택 공급 및 관련 규정(제54조)

〈표 3-4-1〉 장애관련 법령 내 주거지원 내용 

  2.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

장애인 대상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을 정리하면, <표 3-4-2>과 

같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 급여, 국민주택기금대출, 주택 개조가 있는

데 우선 주거 급여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중위소득 43%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가구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다. 둘째,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으로 구

분되며, 이 중 주택구입자금은 근로자 서민과 생애최초 자금으로 나누어

져 있다. 셋째, 기존주택을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 시 개조비용을 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 서비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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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내용

주거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 지
급. 소득이 중위 소득의 43% 이하인 가구에 가
구원과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 임
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
원하는 제도

- 중위 소득 43% 구분
  1인: 698,677원
  2인: 1,189,540원
  3인: 1,538,978원
  4인: 1,888,317원
  5인: 2,237,656원
  6인: 2,586,994원

국민
주택
기금
대출

전세
자금

근로자 서민
전세 자금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금리: 연 2.3~2.9%(단, 장애인, 노인 부양, 고령

자, 다문화 가구는 0.2% 인하, 다자녀 가구 
0.5% 인하)

주택
구입
자금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 자금

-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
대주(신혼부부는 5,000만 원 이하)

- 금리: 연 2.6~2.8%(단,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0.2% 인하, 다자녀 가구 0.5% 인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7,000만 원까지)

- 금리: 연 2.1-2.9%(단, 장애인, 다문화가구 
0.2%인하, 다자녀 가구 0.5% 인하)

주택 개조

기존 주택을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주거 

약자용 주택으로 
개조 시 개조 비용을 
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

- 융자 조건: 연 2%
- 지원 기준: 주거 약자가 속한 가구, 임대사업

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표 3-4-2〉 장애인 대상 지원 주거비 및 주택 개조 사업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2016). 201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로는 대표적으로 체험

홈, 자립생활가정, 자립주택 등이 있다. 이 외에 공동생활가정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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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애인복지법상 거주 시설에 포함되므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고

자 한다. 

구분 주거공간 개수 운영방식
지원형태

주택구입비 운영비

서울

체험홈 17 위탁 운영 주체 지방비 보조

자립생활가정 9
지자체

(매입임대)
지방비 보조

부산 체험홈 2 위탁
지자체

(전세자금)
지방비 보조

인천
체험홈 4 위탁 운영 주체 지방비 보조

자립주택 2 위탁, 구 직영 운영 주체 지방비 보조

대구 체험홈 6 위탁 운영 주체 지방비 보조

대전 체험홈 2 위탁 운영 주체 지방비 보조

경기
체험홈 2 위탁(성남시) 운영 주체 지방비 보조

자립생활가정 2 위탁(성남시) 지자체 지방비 보조

경북 경주 체험홈 1 위탁 지자체 지방비 보조

경북 경산 체험홈 1 위탁
지자체

(주택 매입)
지방비 보조

경남 자립홈 9 위탁
지자체

(주택 매입)
지방비 보조

전남 체험홈 2 위탁
지자체

(전세 자금)
지방비 보조

충북 체험홈 3 위탁 운영 주체 지방비 보조

계 62

〈표 3-4-3〉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설 유형과 지역별 현황

자료: 조한진(2012), 시설장애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요구 실태조사, p.12 재인용

2012년 기준으로 총 62개소의 자립생활 지원 시설들이 있으며, 이 중 

26개소가 서울시에 소재해 지역별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주거 지원 서비스나 형태10)

는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서울시에서 탈시설화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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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서비스센터에서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주택은 탈

시설화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사회 자립의 전환 과정으로서 

7년간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택은 

거주 시설의 발달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면에서 이 연구의 주요 대상

인 재가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주거 지원 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가 발달장애인들은 <표 3-4-4>와 같이 주거 지원에 대

한 욕구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주거 서비스 관련 인

지 및 이용 유무, 만족도 등을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들은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해 매우 낮은 인지도와 이용 실태를 보여 주었으

며,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로는 대표적으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자립주택 등이 있다. 이 외에 공동생활가정이 있으나,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거주 시설에 
포함되므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2012년 기준으로 총 62개소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있으며, 이중 26개소가 
서울시로 지역별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구분

인지도 경험 만족도

유 무 유 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주택 구입자금 
저리 융자

27,139 144,327 3,081 24,057 341 457 2,080 203

15.8 84.2 1.8 14.0 11.1 14.8 67.5 6.6

전세금 저리 융자
24,826 146,639 2,572 22,254 589 243 756 984

14.5 85.5 10.4 89.6 22.9 9.5 29.4 38.3

주택 조비용 저리 
융자

11,369 160,096 162 11,207 162 . . .

6.6 93.4 1.4 98.6 100 . . .

주택 개조 비용 
보조

10,800 160,665 905 9,896 . 372 200 333

6.3 93.7 8.4 91.6 . 41.1 22.1 36.8

〈표 3-4-4〉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 서비스 인지도, 경험 및 만족도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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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2015), 장애인가구 주거 실태조사 재구성

 

  3. 문제점

 

위의 발달장애인 관련 주거 지원 서비스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주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

다. 국토연구원에서 장애인 주거 현황을 조사한 바 있으나, 이는 발달장

구분

인지도 경험 만족도

유 무 유 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영구임대주택입주 
우선권

53,855 117,610 10,890 42,965 173 905 6,402 3,410

31.4 68.6 20.2 79.8 1.6 8.3 58.8 31.3

국민임대주택입주 
우선권

43,807 127,658 3,603 40,204 . 379 2,316 908

25.5 74.5 8.2 91.8 . 10.5 64.3 25.2

장기전세주택입주 
우선권

24,188 147,278 2,456 21,732 243 292 1,241 680

14.1 85.9 10.2 89.8 9.9 11.9 50.5 27.7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14,312 157,153 1,085 13,227 318 265 466 36

8.3 91.7 7.6 92.4 29.3 24.4 42.9 3.3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7,365 164,101 443 6,922 243 200 . .

4.3 95.7 6.0 94.0 54.8 45.2 . .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 
우선권

10,801 160,664 2,187 8,613 493 . 686 1006

6.3 93.7 20.3 79.7 22.6 . 31.4 46.0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입주우선권

12,159 159,306 203 11,956 . . . 203

7.1 92.9 1.7 98.3 . . . 100

일반분양주택입주 
우선권

13,182 158,283 . 13,182 . . . .

7.7 92.3 . 100 . . . .

국민임대주택거주
편의시설무료 설치

7,869 163,593 627 7,242 . 523 104 .

4.6 95.4 8.0 92.0 . 83.3 16.7 .

개조, 주거 이동 
정보 제공

7,064 164,401 1,777 5,288 454 36 1,047 240

4.1 95.9 25.2 74.8 25.5 2.0 58.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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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자립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주거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쳐, 그 욕구 파악 및 대안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

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거 욕구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심층적

인 분석을 위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목표로 한 주거 지원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장애 및 주거 관련 법에서 장애인의 주거 정책을 제

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발달장

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서 그 실효성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에 일부 주거 지원 조항이 있으나, 이는 재가 성인 발

달장애인의 자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거주 시설 발달장애인의 돌봄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인 재가 발달장애인의 자

립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들의 주거 지원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거주 시설 입소 예방 정책과 연동되어야 하며, 발달장

애인 가족의 부모 사후 돌봄과 관련된 미래 계획과도 연계되어 그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거주 시설을 제외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

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이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거주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 유형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자립생활가정, 체험홈 등 제한된 형태로 소수만이 있는 상황이며, 이마저

도 주로 탈시설화를 한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 형태는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다양한 주거 유형 모색이 전제되어야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이 거주 시

설 대신 지역사회 자립을 선택할 수 있는 기초가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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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가족 지원

  1. 관련 법률과 제도 개요

가. 관련 법률

 

국내 장애 관련 법들은 대부분 장애인 당사자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는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

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과 일반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족지원법｣ 등에서는 미흡

하게나마 장애인 가족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아니지만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 아동의 권

리 보장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전의 법률에 비하여 다소 진일보한 측면을 담고 있는데, 가족 지원의 중

요한 요소인 정보 제공과 교육, 상담 지원, 돌봄 및 휴식 지원 등의 법적 

규정을 장애 아동뿐 아니라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하고 있어 가

족 지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 측면이 있다. 또한, 권리 보장(동법 제2장)

에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후견인 선

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별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보 제

공과 교육,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휴식 지원 등 가족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3-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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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련 조항 및 내용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강구 규정(5조)

-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 보조인 등 서비
스 지원(5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가족 지원 포함(2조) 및 제공 필요 명시(28조)
- 가족 지원의 내용으로 가족 상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 지원 프

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동법 시행령 2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 책임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지원책 마련(36조)

장애인
권리협약

-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종합적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 규정(23조)

- 직계가족이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없을 경우 대체적 보호를 제공해야 할 
정부의 책무 규정(23조)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 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 지원 대책 강구(6조 1항)
- 가족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 상담 및 가족 지원 제공 규정(제23조)
- 장애 아동 가족과 보호자에게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규

정(제2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가족의 부담 경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제9조)
-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규정(제30조)
-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규정(제32조)
-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과 사회 활동 지원을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제32조)

〈표 3-5-1〉 장애 관련 법령 내 가족 지원 내용

나. 제도 개요

현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는 아래 

<표 3-5-2>와 같이 크게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복지관 등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고 기관을 통하여 제공되는 민간서비스로 나누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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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돌봄 및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로는 장

애인 활동 지원 제도, 장애아 양육 지원 제도, 그리고 발달장애인법 제정

과 맞물려 최근 실시되고 있는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가 있다. 또한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특화되어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로는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와 부모 교육 지원 사업이 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는 정부보다는 민간 주도로 더 활

발히 수행되고 있는데, 주로 ‘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

인 단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기관이 공통적으로 제공하

는 가족 지원 서비스는 부모 교육, 비장애 형제 지원, 위기 가정 사례 관

리 등이 있다. 하지만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가 더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편차가 커서 모든 지역의 발

달장애인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최복천  등, 2014).    

구분 제도 및 사업 대상자 비고

중앙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만 6~64세/장애 1~3급 장애 일반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제도

만 18세 미만/
가구소득100% 이하 

장애 아동 일반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전 연령/
가구 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가족 특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전 연령/
가구 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부모 특화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전 연령 발달장애인 부모 특화 

지방

주간보호센터 - 장애 일반

장애인복지관 장애 일반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 지적장애 특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 특화

〈표 3-5-2〉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주요 제도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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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비스 현황

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미국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 중 하나로 발전된 활동 

보조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정립회관이 자체 예산으로 제공

한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2005년 4월부터 자립

생활센터를 통하여 활동 보조 사업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7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1년 10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 ｣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활동 지원 제도

는  2013년에 대상자가 장애등급 2급까지, 2015년 8월부터는 3급까지 

확대되어 왔으며, 급여 항목들도 과거에 제공되었던 활동 보조 이외에 신

체 활동 지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발달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제도 도입부터 최근까지 전체 수급자 중에서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

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의 경우 

2011년 27.5%에서 2014년 33.9%, 201６년 5월 36.5%로 증가하였으

며,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도 2011년 9.9%에서 2014년 13.0%, 2016년 

7월 13.4%로 점점 증가하였다(표 3–5-3 참조).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활

동 보조인 이용자 수는 38,296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 수급자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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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전체 수급자

‘16년  7월 28,021(36.5) 10,275(13.4) 38,296(49.9) 76,757

‘15년 25,603(35.5) 9,574(13.3) 35,177(48.7) 72,212

‘14년 21,979(33.9) 8.428(13.0) 30,407(46.8) 64,906

‘13년 19,651(32.5) 7,430(12.3) 27,081(44.8) 60,435

‘12년 14,396(28.5) 5,344(10.6) 19,740(39.1) 50,520

‘11년 12,798(27.5) 4,621(9.9) 17,419(37.4) 46,549

〈표 3-5-3〉 연도별 발달장애인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내부자료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2016년 7월 기준), 10~19세의 발달장애인

이 42.6%로 가장 많았고, 20~29세가 29.4%로 감소하였으며 연령의 증

가와 함께 활동 보조인의 이용률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표 3-5-4 참

조).

구분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전체장애인

비율

6~9세 3,774(  8.0) 2,992( 16.5) 6,766( 10.4) 7.0

10~19세 17,816( 37.9) 9,908( 54.8) 27,724( 42.6) 27.2

20~29세 14,396( 30.7) 4,712( 26.1) 19,108( 29.4) 17.9

30~39세 5,568( 11.9) 448(  2.5) 6,016(  9.2) 10.8

40~49세 3,070(  6.5) 16(  0.1) 3,086(  4.8) 13.1

50~59세 1,786(  3.8) 0(  0.0) 1,786(  2.8) 15.5

60세 이상 560(  1.2) 0(  0.0) 560(  0.8) 8.5

총계 46,970(100.0) 18,076(100.0) 65,046(100.0) 100.0

〈표 3-5-4〉 연령별 발달장애인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자료 : 보건복지부(2015)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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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여 가족의 보호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목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간보호 서비스는 이용자 중 상당수가 발달장애

인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이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한 종류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

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

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보건복지부, 2016). 시설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 훈련 등의 재활 치료 

사업과 여행·취미 생활 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인지 및 사회 등의 

교육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간보호시설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시

설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전국에 625개소가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장애 유형, 연령 등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주간보호

시설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

만, 2010년 249개의 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이용자현황을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이용자는 3,678명으로 발달장애인 인구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주간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돌봄을 제공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기관 수 443 485 526 558 592 625 626

〈표 3-5-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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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의미 있는 활동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평생교육, 여가, 취미 등과 같은 의미 있는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주간 

활동 서비스가 2016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간 활동 서

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대다수 성인의 일상과 유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자료: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1), 주간보호시설의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적용방안

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6)’에 의거해, 발달장애인 부

모에게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환으로 2013년

부터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지원 및 서비스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자폐성 전체

아동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743
(62.5)

266
(22.4%)

1,009
(84.9)

1,188

성인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1,954
(78.5)

192
(7.7)

2,146
(86.2)

2,490

전체
2,697
(73.3)

458
(12.5%)

3,155
(85.8)

3,678

〈표 3-5-6〉 연령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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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 중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상담 전문가가 월 4회 이상 50분씩 6개월간 개별 상담 지원 
- 서비스 비용 중 16만 원(월) 정부 지원 / 서비스 비용은 최대 20만 원(정

부 지원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상담 전문가는 국가 자격, 국가 공인 민간 자격, 공신력 있는 민간 자격 또

는 관련 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서비스 내용

-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집중적 심리 상담 서비스를 개별 상담의 형
태로 제공

- 심리, 정서 검사 등을 통해 위험군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관
할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관련 치료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표 3-5-7〉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내용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발달장애인 사업 안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

스가 시작된 2013년부터 이용 인원은 367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5년 

858명이 162개의 제공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2015) 내부자료

하지만, 본 사업은 시행 당시부터 주 대상자가 대부분 위기장애인가족, 

특히 저소득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본인 부담금 부여가 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실질적

구분 제공 기관 이용 인원 예산

2013  60 367 1,297

2014 247 682 1,626

2015 162 858 1,608

〈표 3-5-8〉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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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목표 대상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2013년 당

시 12억 7900만 원, 2014년 16억 800만 원, 2015년 16억 800만 원이

었던 사업 예산액은 2016년 9억원으로 축소되었다.  

라.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사업 

보건복지부는 2012년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교육 내용을 생애주기별(공통, 영·유아기, 초등학

령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각 생애주기에 맞추어 지

식․정보 영역, 기술 영역, 심리․정서 영역별로 나누어 구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분 내용

공통교육과정 장애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 특성,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등

영․유아기 
교육과정

발달장애 유아 조기 개입, 부모-유아 상호작용 기술 등

초등학령기 
교육과정

초등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문제 행동 중재, 발달장애인 양육․돌봄 등

청소년기 
교육과정

청소년기 발달장애인 진로 지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진환 준비 등

성인기 
교육과정

발달장애인의 자조 집단 형성 촉진, 성인기 발달장애인 부모 사후 대
비 등

〈표 3-5-9〉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과정 예시 

자료: 보건복지부(2015)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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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 교육은 2012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후 이용 인원이 

2013년 653명, 2014년 6,656명, 2015년 6,56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2012년 1억 원, 2013년 2억 원,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3억 

원이 지원되었다.

주: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지원 사업은 2012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됨
자료: 보건복지부(2015) 내부자료

2016년의 경우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6개 기관을 선정하여 발달장애

인 부모 교육(안)의 구성․운영,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사업 만족도 등 조

사, 부모 교육 활성화 및 효과성 제고 방안 제안 등을 수행하고 있다. 

마.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법｣ 제32조에 근거하

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 및 가족의 서비스 

이용 시 발달 장애인의 일시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이용인원 예산

2012    238 100

2013    653 200

2014 6,656 300

2015 6,562 300

〈표 3-5-10〉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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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년 발달장애인 사업 안내

2015년 8월부터 시행된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1,527명, 

가족 2,261명, 도우미 884명이 9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예산은 

5억 원이 집행되었다.

자료: 보건복지부(2015) 내부자료

바.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한 종류로 일상생활 및 사

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

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보건복지부, 2016). 시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 훈련 등의 재

구분 내용

지원 내용
- 힐링 캠프: 가족 캠프, 인식 개선 캠프, 동료 상담 캠프
- 테마 여행: 역사, 문화, 기관 방문 등 

지원 비용
- 당일(62,000원), 1박2일(135,000원), 2박3일(227,000원) 
- 초과 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돌보미 
지원
방식

여행지 지원 - 여행지까지는 동반, 여행지에서는 가족과 별개의 프로그램 운영

거주지 지원 - 돌보미가 발달장애인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지원

〈표 3-5-11〉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내용 

구분
사업 실적

예산
프로그램 수 발달장애인 가족 도우미 총 인원

2015 92 1,567 2,261 884 4,712 500

〈표 3-5-12〉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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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치료 사업과 여행·취미 생활 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인지 및 사

회 등의 교육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간보호시설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설립되기 시작하

였으며 시설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전국에 625개소가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그러나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장애 유형, 연령 등 그 현황을 구체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주

간보호시설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다. 2010년 249개의 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이용자 현황을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3,678명) 중에서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

은 85.8%(3,155명)으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이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분포를 보면, 아동은 1,009명, 성인은 

2,146명으로 성인이 아동보다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자폐성 전체

아동
(만  6~18세 미만)

743
(62.5)

266
(22.4%)

1,009
(84.9)

1,188

성인
(만 18~65세 이하)

1,954
(78.5)

192
(7.7)

2,146
(86.2)

2,490

전체
2,697
(73.3)

458
(12.5%)

3,155
(85.8)

3,678

〈표 3-5-14〉 연령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현황 

 

자료: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1), 주간보호시설의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적용방안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관 수 443 485 526 558 592 625

〈표 3-5-1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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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제점

지금까지 국내 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

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고찰을 바탕

으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주간 활동 서

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전체 인구에 비해 주간보호 서비스

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더욱이 서비스 제공 시설에서 이용자를 자체

적으로 선발하다 보니 나이가 많은 장애인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에는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간보호 서비

스의 양적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 및 활동 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가 필요하다. 현행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장애인 위주의 서비스 영역이

라고 할 수 있는 신체 활동 지원, 가사 활동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왔다. 

또한 주간보호 서비스는 단순 돌봄의 기능에 그쳐 발달장애인 욕구를 충

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 있

는 주간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단순한 보호가 아닌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향상 및 지

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돌봄 서비스 구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에 2016년 상반기에 추진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시범 사업은 고무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정착 및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부모를 위한 서비스는 부모 교육, 심리 상담, 휴식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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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자녀의 장래문제에 대한 불안과 부담감은 가중되고 있어 발달장애 

자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국내 일부 민간기관을 중심

으로 시도되고 있는 평생계획(혹은 미래계획) 준비 및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성민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평생 설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부 차

원의 지원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인 발달장애인 형제자매를 위한 지원 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다. 

비장애 형제들이 생애주기별로 경험하는 어려움은 상이하므로 생애주기

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국내의 

경우에는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

한 지원 프로그램만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 

형제자매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에 부양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성인 

비장애 형제자매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지원 요구에 조응하는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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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직업 지원

  1. 미국의 발달장애인국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

우리나라와 같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법이 있는 나라는 대표적

으로 미국과 일본을 들 수 있다11). 미국의 경우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DD Act, 1970)｣(이하 발달장애인법으로 통일)이 있으며, 

본 법에서는 1970년 본 법이 제정될 당시 16가지 기본 서비스를 제안하

였고, 여기에 훈련, 교육, 보호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법은 1970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2000년 개정 시 발달장

애인의 ‘직업재활’의 강화 이슈가 제안되어 반영 된 바 있다. 일본은 지적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신박약자복지법(1960)｣(1999년 ｢
지적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 변경)과 ｢발달장애자지원법(2004)｣이 개별

적으로 존재한다. 이들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체계적

인 지원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이들의 직업재활 지원 내용들이 

11) 국가별로 발달장애에 대한 개념 및 정의는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발달장애로 지적장
애, 자폐성 장애, 뇌성마비, 간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폐증, 아스퍼거증후
군, 학습장애, ADHD(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및 기타 뇌기능
의 장애 등을 발달장애로 포함하고 있다(조흥식, 2011; 김성희 등, 2013; 윤민석, 2013).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틀어 발달장애로 분류하고 있어 해
외 다른 나라에 비해 발달장애의 정의가 협소하다. 

해외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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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조흥식 등, 2011). 

특히,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화된 법률을 가진 나라 중 미국은 발달장

애인법에 따라 2000년부터 모든 주에 발달장애국(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D)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조흥식 

등, 2011). 발달장애인법의 이행 및 실행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행정 조직은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s 

Services: HHS)이며, 복지부내에 지역사회생활국(Admin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ACL), 지역사회생활국 내에 인지/발달장애인국

(Adminstr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IDD)의 순으로 행정 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미국은 2012년 고령자와 장애인(발달장애인 포함)을 대상으로 부처별 

예산과 행정 인력의 통합을 통한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

한 목적으로 지역사회생활국을 신설하였고, 지역사회생활국은 기존 장애

인국(Administration on Disability)과 노인국(Administration on 

Aging), 인지/발달장애인국(AIDD)이 속해 있는 조직이다(황주희 등, 

2014). 인지/발달장애인국의 주요 임무는 발달장애인의 자기선택과 사

회 참여 기회 확대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경제적·성적 착취로부터, 법

률 및 인권의 위반으로부터 보호하여 독립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

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증대시키는 데에 있다.  

주정부에서는 부서의 명칭에 있어 차이가 있긴 하나 발달장애인을 위

한 지원 체계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

인 관련 행정 조직을 개별적으로 두고 있다(조흥식 등, 2011). 이러한 주

별 발달장애국은 지역사회 내 장애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을 위한 ‘발달장

애인 이사회(Councils on Developmental Disability: CDD)’와 같은 

시스템을 두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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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이사회(CDD)’의 목적은 소비자-가족 중심, 가족-소비자 중

심의 협력, 자기결정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개별화된 지원, 포괄적인 지

역사회 서비스 시스템의 마련 등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옹호

와 역량 개발 그리고 시스템 변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국

은 지역사회의 일반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시카고의 경우, 발달장애인 이사회에서는 시카고 상공회의소, 장애

인고용기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NPO) 등의 

기관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정기 모임을 가지며,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

해 협력하고 있다(정유진, 2012.9.25.). 

  2.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

미국은 지난 40년 동안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고용정책에 있

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정부의 법률과 제도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사업들은 장애인의 고용 장벽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

으며,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Mental Retardation 

Agencies나 Developmental Disabilities Agencies를 두고 있다. 미

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지/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

(agencie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1) 낮 활동 및 고용 서비스(day and 

employment service) (2) 통합고용 서비스 (3) 직업 전 서비스

(pre-vocational service), (4) 지역사회 중심 비직업 서비스

(community based non-work service)를 제공한다(Winsor, 2014). 

이 중 고용 및 낮 시간 서비스(EDS)는 Medicaid Waiver 기금과 주정

부의 기금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주정부마다 본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되는 양 등이 상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 지원고용 서비스 (2)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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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비스(pre-vocational services), (3) 지역사회 접근 서비스

(community access services)로 구분된다(Friedman, 2015). 지원고

용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같은 개념이고, (2) 

직업 전 서비스는 일반 환경과는 구분되는 특화된 환경에서 제공되는 지

역사회 내 활동과 관련된 고용 서비스를 뜻한다. 직업 전 서비스는 궁극

적으로 통합된 환경에서의 고용(경쟁 고용)을 목적으로 의사소통이나 문

제해결 능력, 행동 문제 등을 위한 훈련과 기술들을 포함하고, 경쟁 고용

으로의 전이를 위한 개별적 계획을 기초로 하여 제공된다. 이 외에도 (3) 

지역사회 접근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직업과 관련이 없는(non-work) 활

동의 수행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 활동들은 지역사회 참여, 

자원봉사 활동, 여가 활동, 스포츠 활동 등이다. 미국의 직업 전 서비스와 

같이 독일의 경우도 직업 전 서비스를 2004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는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독일 노동부(Federal Agency of Labour)의 기금을 활

용해 제공한다.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11개월 정도 제공되고 개인의 필요

와 상태에 따라 24개월까지 제공된다(Spichtinger & Valaikiene, 

2013). 

미국 캘리포니아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인 Regional center에서 제

공하고 있는 직업재활 서비스(vocational services)는 발달장애인의 직

장과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목표로 재활 서비스(habilitation services), 

지원고용, 직업 활동(work activity) 등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

양한 직업재활 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박경수, 2014). 특히 센터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

하여 경쟁 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기능에 제한이 있거나 재활국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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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재활 서비스(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대상이 되지 못하

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

원하고 있다. 이러한 재활 서비스는 직업 활동과 지원고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직업 활동은 신체 능력과 정신 운동성(psychomotor) 기술, 

근로 습관, 건강, 안전 실습, 그리고 다른 직업 관련 기술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autisomspeacks.org).  

독일의 직업재활시설은 (1) 적응시설과 (2) 직업훈련시설 그리고 (3) 

작업시설로 구분되며 작업시설은 우리나라의 보호작업시설로 이해될 수 

있다. 적응과 직업훈련 시설은 대상별로 (a) 장애 청소년 직업훈련센터

(Berufsbildungswerk, 이하 BBW) (b) 성인 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

는 직업재훈련센터 (c)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수 직업훈련센터 (d) 중복장

애나 특수한 장애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클리닉 등으로 나

뉜다. 이처럼 독일의 직업재활시설은 대상과 대상의 기능에 따라 구분하

고 있으며 목적에 따른 중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나운환, 2010). 특

히 중증의 학습 장애나 심리적 문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자폐

성 장애, 간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원

(BBW)은 전국적으로 5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기관은 연방정

부(노동부) 기금으로 운영된다(Spichtinger & Valaikiene, 2013).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원(BBW)에서는 약 13,000명의 장애 청소년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 2∼3년간 직업훈련 실시를 위한 이전 훈련을 받

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2주∼3개월에 걸친 직업 탐색 과정과 6개월 동

안의 직업 전 훈련, 1년 과정의 직업능력 향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남

용현, 이석원, 2013). 

일본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훈련모델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일반 공공직업능력개발학교에서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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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훈련 코스로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직업훈련 모델이며 2009년 

현재 10개소에서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적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트라이얼 고용 사업(장

애인 시행 고용 사업)은 장애인 구직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장애인 고

용 관리 및 직종 개발 등을 어려워하는 사업주에게 시험적으로 장애인 고

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험 기간 이후 정식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

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시험 고용 기간은 3개월이며, 고용주에게는 

장애인 1인당 5만 엔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2009년 현재 9,500명의 장

애인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김성희 등, 2013, 재인용). 

  3. 전체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  

1981년까지만 하더라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Medicaid 혜택은 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의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

외)으로 제공되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65%

가량은 의료적 치료 외에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연방정부는 개전된 사회보장법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가정에 살면

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Medicaid  Waiver 조항을 신설

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이 다양한 Waiver 프로그

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전현일, 2016.6.24.). 즉, Medicaid 

Waiver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은 물론, 수급 대상자의 완화를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Medicaid Waiver 프로그램은 50개에서 200개로 증가하였으며, 

Waiver 프로그램 내에 직업 전 서비스, 교육, 지원고용 서비스의 내용들

을 포함하여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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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Migliore & Butterworth, 

2008). 

이러한 Waiver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 서비스(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와 연계되

어 있고, 직업재활 서비스는 특수학교의 전환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발달장애인의 통합 고용(경쟁 고용)을 목표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쟁 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은 

학령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적절하다. 학령기 이후의 장애 학생들이 자연

스럽게 지역사회로 이동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 전환

서비스(transition services)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지역사회 

내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Medicaid Wavier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전 훈련 서비스와 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요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초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

국의 학령기 장애 학생의 현장 중심 취업 경험의 제공 및 이를 유인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이 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직업재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업재활 기관(public VR agencies)들은 서비스 제

공에 있어 order of selection(서비스 우선순위)을 두어 발달장애인과 

같은 최중증의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

고 있다. 즉,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서비스는 이들의 돌

봄 및 주거 지원과 직업재활 서비스의 연계, 그리고 서로 다른 재정에 의

해 운용되고 있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과의 협력 및 협력계약을 통해 ‘고

용우선(Employment First)’이라고 하는 연방정부의 고용정책에 장애인

도 부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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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우선으로 하여 발달장애인의 독립적인 삶과 자립적인 삶을 지원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모든 장애청소년이 기존 직업재활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독일 장애청소년의 경우, 직

업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의 시기 동안의 직업훈련 활동(vocational 

training activities)을 통한 직업훈련 과정과 직장생활의 경험을 통한 직

업 흥미와 직업적 기술의 습득이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라

고 보아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 학생이 직업훈련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제한된 기간 동안 전환수당(transitional allowance)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으로 직업훈련을 받게 되거나 지원고용에 참여하게 

되면 훈련수당(training allowance)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수당의 지

원은 장애청소년의 적극적인 직업 활동 및 훈련 참여의 유인책으로 작용

한다(Spichtinger & Valaikiene, 2013). 

독일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Initiative Inkulusion’ 프로젝트를 실시

하고 있는데, 본 프로젝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의무고용 

조정금(Ausgleichsabgabe) 약 1억 유로(약 1,225억 원)를 투입하여 (1) 

중증장애 청소년들의 직업준비 강화와 (2) 기업 내 직업능력 개발 촉진, 

(3) 고령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4) 상공회의소, 통합사무소, 통합전문가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기관 간 연계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남용현 등, 

2012; Honycutt & Moreno, 2014). 특히 (1) 중증장애 청소년들의 직

업준비 강화와 (2) 기업 내 직업능력 개발 촉진을 위해서 중증장애 청소년 

가운데 약 20,000명에 대해 특수학교를 졸업하기 전 마지막 2년 동안 직

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일 지역사회 

내 재활훈련센터(vocational training center)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

훈련 및 직업 활동과 같은 보호된 환경에서의 훈련이나 활동보다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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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형태와 같이 기업 내 훈련 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을 체험하는 프로

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1,300개의 기업에 중증장애 

청소년을 위한 훈련 자리를 창출하고,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3개월 실습 

과정+2개월의 직업 체험 과정)하고 있으며, 훈련과 체험에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본 프로젝트 내에서 지원고용을 지

원하기도 한다(Honycutt & Moreno, 2014).

미국 캘리포니아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다른 주정부와는 차별화된 

제도로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두고 있다.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2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 센

터들은 주정부 산하 발달장애국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비영리 

기관들이다. 이들 센터에서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발달장애

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진단, 자격 평가, 지원 계획 수립, 개입, 서비스 조

정·지원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민간 부문의 

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협력하거나 서비스를 의뢰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김성천 등, 2012). 센터에서는 개인별 지원 계획(individualized 

program plan: IPP)을 연령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발달장애인의 요구나 사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IPP 변경이 필요한 경

우,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찾아 연결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면, 직업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자립생활 기술 훈련과 자립

생활 지원 훈련, 가족 지원, 평생 지원, 옹호 활동 등 다양하다(김성천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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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사점

해외 선진국의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정책 및 서비스 내용을 살

펴보면,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화된 법률인 발달장애인

법에 따라 2000년부터 모든 주에 발달장애국(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D)을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구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조흥식 

등, 2011). 또한 발달장애국을 지역사회국 내에 두어 장애인국과 노인국

의 예산과 행정 인력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행

정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국은 지역사회 

내 장애 관련 기관들이 협업하는 발달장애인 이사회(CDD)와 같은 시스

템을 두어 발달장애인은 물론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기관

과의 협력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사업 그리고 개별화된 

지원과 포괄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의 이용 등을 강화함으로써 발

달장애인의 돌봄과 직업재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기능 정도를 고려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직업재활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발달

장애인의 기능과 적응 기술의 차이를 고려하여 돌봄과 직업재활 서비스

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되 가능한 직업 생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비직업-지역사

회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유형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적용하

여 발달장애인의 통합 고용을 지향하고 있다. 즉,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영역을 돌봄의 기능에 국한하지 않으며, 지속적

으로 취업과 근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의 방향을 설정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간은 개인의 능력과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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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단기적인 접근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과 같이 다양

하다. 이들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경쟁 고용으로의 전이를 목적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직업과 관련된 기술 외에 다양한 기술과 훈련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기능과 적응 능력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요하는 경

우에는 학습 능력과 직무 기술 등 직업 현장에서의 훈련을 바로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초 학습 및 사회성 향성 훈련 등 직

업 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이 자신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

려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서비스의 다

양화 및 제공 기관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서비스는 

학령기부터 성인기, 중고령기를 거치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이라고 

보고 장애 학생이 성인기에 이르러 성공적으로 직업 생활로 전환할 수 있

도록 학령기부터 현장 중심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에 적극적인 지원을 한

다. 최근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정책의 추세는 시설에

서의 훈련과 고용 기회의 적용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보다는 지역사회와

의 통합적인 환경 내에서 고용을 획득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

이다. 가능한 한 경쟁 고용 형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대규

모 재정 투입을 통해 고용의 질을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성인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IPP를 기반으로 협력과 연계

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리저널 센터는 연령별로 IPP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

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찾

아 연결시켜 줌으로써 고용 프로그램(employment programs)을 포함

한 다양한 자립생활 기술 훈련과 자립생활 지원 훈련, 가족 지원, 평생 지



142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원, 옹호 활동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것은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주정부의 발달장애인국의 재정 

지원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Initiative Inkulusion’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발달

장애인의 경쟁 고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독일 정부

의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정책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정책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를 실행할 수 있

는 행정 조직의 구성을 통해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2절 평생교육 지원

  1. 평생교육기관

미국의 발달장애인법에 의거한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대학 센터

(University Centers for Excellence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Education, Research and Services: UCEDD)를 들 수 있다. 1963년

에 설립된 UCEDD는 장애를 가진 미국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주거, 생활, 

직업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는 데 기여해 왔다. 

UCEDD는 미국의 각 주에 적어도 하나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와 대학 간에 장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 당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며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전국에 68개가 있으며 다학제 간 훈련, 시범 서비스, 기술적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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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급 활동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발달장

애인의 재활 성과로 설정하는 독립성과 생산성,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증진시킴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

한다.

UCEDD 외에 미국의 장애 성인을 위한 중등 이후 교육은 4년제 대학

과 커뮤니티 칼리지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에 Think 

College에서 미국의 37개 주 149개 고등교육기관 프로그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의 약 50%는 4년제 대학에서, 약 40%는 

2년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약 10%는 직업훈련·기술학교들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이 아

닌 대안적 교육 내용을 적용하고, 사회 행사나 실습 등의 특별한 프로그

램을 마련하였으며 장애 학생들만의 집단 교수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Hart, Grigal, Weir, 2010).

미국에서의 전환 및 중등 이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들

은 통합 모형, 분리 모형, 혼합 모형의 3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Hart, Grigal, Sax, Martinez, Will, 2006). 통합 모형은 장애 학생들

이 대학교 내의 비장애 학생들을 위한 과목들을 이수하거나 청강 등을 하

면서 개별적 서비스(예: 튜터, 교육공학 지원, 자연적 지원, 장애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다. 분리 모형은 장애 학생들끼리만 전환 관련 강의나 생

활기술 강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장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

다. 혼합 모형은 통합 모형과 분리 모형을 혼합한 방식으로 장애 학생들

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강의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거나 청강을 하기도 

하고 장애 학생들만의 생활기능 중심의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활동을 실

시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자지원법 제2장 8조에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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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으나 특별지원학교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

적하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하며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고, 학령기를 지나는 장애 청년들의 경우는 대부분 직업재활이나 일상

생활 관련 기관이나 서비스로 연계된다.

발달장애자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센터를 설립하여 발달장애인의 복

지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 지원센터의 업무는 크게 상담 

지원, 발달 지원, 취업 지원, 보급 개발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달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상담 지원과 발달 지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

어질 수 있다. 상담 지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담(의사소통과 행동 면에서 어려운 점, 보육원이나 

학교, 직장에서 곤란한 점)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이나 중등 이후 

교육에 관해서도 상담을 할 수 있다. 또한 발달 지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주위 사람들의 발달 지원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가정에서의 요

육 방법을 조언하는 것으로 지적 발달과 생활 기술에 관한 발달 검사 등

을 실시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치료 교육 및 교육 지원의 구체

적인 방법에 대해 작성 및 조언한다. 이때 아동 상담소, 지적장애인갱생

상담소, 의료기관 등과 연계를 도모하기도 한다. 발달장애자지원센터에

서 평생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보다는 관련 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며, 관련 기관들은 대부분 발달장애인

의 직업재활, 거주, 일상생활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장애인 청년학급과 오픈 칼리

지(open college)를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 청년학급은 1953년에 제정

된 청년학급진흥법에 의해 청년들을 위한 코스별 학습이나 활동, 자치회 

등으로 운영되었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었다. 이 청년학급

은 시정촌 단위로 운영되었으며, 국가가 운영비의 1/3을 지원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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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청년학급법이 폐지되어 점차 대학의 오픈 칼리지 중심으로 성

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강순원 등, 2011). 일본

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하나인 오픈 칼리지는 도쿄학예대학이 지적장

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학 공개강좌를 1995년부터 개설하면서 다른 대학

에서도 적용하고 있다(정인숙 등, 2013). 이 오픈 칼리지는 지적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를 주된 학습내용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감

과 자기결정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국의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기결정권을 바

탕으로 자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와 지원의 계획 및 설계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8가지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데, 고용, 

교육, 아동 보호, 건강, 주거, 교통, 여가, 질 보장(Quality Assurance) 

등이다. 그 가운데 교육 활동은 “권익 옹호, 능력 배양(capacity build-

ing), 체계적인 변화 활동(systematic change activities)으로서 그 결

과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지원과 수정(modifications)에 도

달하고, 교육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평생교육 활동으로부터 도움이 되

는 요소를 추구하고, 학생으로서의 모든 생활 측면에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Public Law 106–402, Sec. 102. 

Definitions (10). [42 USC 15002]). 발달장애인들에게 있어서도 학령

기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이 비장애인과 차별되지 않고 그들의 특성

에 적합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UCEDD에서는 영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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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및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건강관리, 지역

사회 중심 서비스, 통합교육, 학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고용, 주거, 

보조공학, 교통 등의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 연구, 훈련 등을 통하여 기여

해 왔다(UCEDD, 2016).

이 센터의 역할에 대한 사례로 미네소타대학교의 지역사회 통합연구소

(Institute on community Integration(ICI)를 살펴보면, 다른 UCEDD

들과 마찬가지로 훈련, 기술적 지원, 연구,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중 평생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고용 및 중등 이후 교육

(employment & postsecondary education) 서비스에 대하여 중점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I, 2016). 

○ 수정 및 지원(accommodations and supports): 고용을 위한 

작업장 및 중등 이후 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위

한 서비스 및 장비, 환경의 수정 및 지원을 제공한다.

○ 보조공학 기술(assistive/adaptive technology): 고용과 중등 

이후 교육 환경에서 장애인이 기능을 유지 혹은 상승시킬 수 있도

록 기구나 장비를 제공한다.

○ 진로 준비(career preparation): 장애인이 교육, 훈련, 직업 등

을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 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맞춤식 고용(Customized employment): 장애인의 강점, 요구, 

필요, 흥미 등과 사업체의 요구를 맞추어 개별화된 고용으로 연결

시킨다.

○ 일상훈련 및 재활(day training and habilitation): 장애 성인이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지역사회 고용, 훈련, 여가활동, 지역사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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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등의 환경)을 통하여 일상생활 기술 향상과 자립을 도모한다. 

○ 고용 및 노동력 개발(employment and workforce development): 

향후 직업개발을 위하여 구직자들이 수준 높은 교육, 구직 활동, 

직업 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중등 이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대학, 커뮤니티 칼

리지, 직업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여 성공적으로 학업

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 중등 이후 교육 준비(Preparing for postsecondary education): 

장애 학생의 입장에서 중등 이후 교육에 대한 법적 차이, 기대, 새

로운 기술의 습득, 계획하기 등을 준비하게 한다.

○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

무 지도원의 지도 및 훈련을 바탕으로 통합된 작업장에서 통합 고

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 장애인이 자신에게 의미 

있고 장기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방정부 프로그

램이다.

○ 직업 중심 학습(work-based learning): 장애 청년이나 성인이 

교실에서의 수업과 인턴십, 작업장 멘토링, 봉사 학습 등 지역사

회 사업체에서의 학습을 의미 있게 연계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중등 이후 교육을 실시하는 4년제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을 종합할 때, 중등 이후 교육의 프로그

램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김은하, 박승희, 

2010; Grigal et al., 2001; Neubert,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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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실 수업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일부분은 분리된 교실에서 기

능적 학업 기술이나 진로 개발 활동의 직접 교수를 위한 시간을 할애한

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 교수로 은행 이용, 쇼핑, 가정 요리와 외식, 지역

사회 시설 이용이 중심적인 내용이다. 셋째, 직업훈련으로 협동 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오전에는 학생들에게 교실 교수나 지역사회 중심 교수를 

제공하고, 오후에는 유급이나 무급의 작업-중심 경험을 제공한다. 넷째, 

대학의 수업 활동 참여로 일부 학생들이 대학의 일반 정규 수업에 참여하

도록 하며,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청강을 하거나 일부는 학점을 부여하기

도 한다. 다섯째, 부모 및 가족 참여로 부모나 보호자는 IEP 과정에 참여

하고, 프로그램을 방문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다. 여섯째, 전환 계획 및 기

관 간 협력으로 전환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지역사회의 성인 

서비스 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들 기관에서 나온 직원들과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얻게 될 기회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은 발달장애자지원법 제2장에서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발달장

애인의 지원을 위한 시책(5 – 13조)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 조기 발달 지원, 보육, 교육,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이

용, 취로의 지원, 지역에서의 생활 지원, 권리 옹호, 발달장애자의 가족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도 그 내용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제8조에서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그 가능성을 높이고 생

활이나 학습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특별지원교육을 실

시하고 특별지원학교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중등 교

육 학교의 일반학급을 포함한 재적하는 모든 장애가 있는 학생이 대상이

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담 창구가 되는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가 임

명되어 있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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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들은 주로 학령기 장애 아동이 대상이며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평

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발달장애자지원법에서

의 교육은 주로 학령기 교육에 관한 내용이며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 청

년들을 위한 직업재활이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장애인 종합 지원법)이 2012년 6월 27일에 공포되어 2013 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장애자자립지원 제도는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립 지

원을 목적으로 시정촌에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개호급부비, 특별개호급부비, 특별훈련 등 급부비를 규정하고 있으

나 평생교육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본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의 하나인 오픈 칼리지 도쿄의 

프로그램은 주로 행사, 사회적 지식이나 정보, 자기 관리, 의사소통 기술, 

예술 및 문화, 스포츠 및 운동 등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있다(정인숙 

등, 2013).   

  3. 평생교육 체제

미국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과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78년에 제

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 법에

서 제시하는 삶의 주요한 활동으로는 자기 관리, 수용 및 표현 언어, 학

습, 이동, 자기 지시, 독립생활 능력, 경제적 자급자족이 포함되며 따라서 

미국에서는 평생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이러한 활동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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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정 조직은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HS) -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ACL) - Administration on Disabilities (AOD) - Administr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IDD)로 이어진다. 

연방정부에서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정기관을 별도로 가지

고 있듯이 주정부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발달장애인 관련 행정 조

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2008년 고등교육기회법(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ct of 2008)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전환 및 중등 이후 프로그램 

및 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지적장애 

학생이 연방정부에 재정 지원을 신청하여 중등 이후 교육기관에서 소용

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법에서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중등 이후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학위를 받거나 자격증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지적

장애인을 위한 전환 및 중등 이후 프로그램은 ①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

하는 학위, 수료, 비학위 과정 ② 계속 교육, 진로 및 기술 교육, 자립생활 

③구조화된 교육과정 및 지도 ④ 반일제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 ⑤ 대학에

서의 교육과정 참여도 강조하도록 하고 있다(Lee, 2009). 

일본은 1990년에 평생학습진흥법을 제정하여 평생학습센터가 광역 단

위로 평생교육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게 되었다(양병찬, 2011). 2004년에

는 발달장애자지원법이 공포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윤희봉, 

2012) 발달장애자지원법에서의 발달장애는 기존의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장애별로 마련된 법률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평생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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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적장애인 고등교육기관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오픈 칼리지의 

운영은 대체로 대학 기관이 주체가 되어 대학 교수나 대학 관계자 등이 

독자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매년 

1년 단위 코스로 수료증을 발급하며, 오픈 칼리지 도쿄의 경우 매회 평균 

40~70명이 참가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는 대학 시설에 한

정되지 않고 특수학교, 공민관, 일반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하며 운영비

는 거의 대학, 행정, 각종 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수강생이 일부 부담

하는 방식이고 강사는 대학 관계자, 지역사회 학교 교원, 복지 관계 직원 

등이다(정인숙 등, 2013).

  4. 시사점 

해외 평생교육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평생

교육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체제의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생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마련하

고 있다. 즉, 발달장애의 교육, 연구 및 서비스를 위한 대학센터(UCEDD)

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갖는 곳으로서 이 센터에서 제공

하는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독립성, 생산성, 지역사회로의 통합에 기

여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실시된 Think College의 경우도 고등교육법

을 개정하여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들이 커뮤니티 칼리지나 4

년제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입학을 신청하고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

다.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자지원법에서 평생교육기관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발달장애자지원센터의 업무로 상담 지원, 발달 지

원, 취업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 청년학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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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칼리지, 직업재활기관 등에서 평생교육이나 직업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미국의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

인과 그 가정이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개인의 강점, 요구, 선호도 등을 

반영한 서비스와 지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발

달장애인법에 따라 설립된 UCEDD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대학, 커뮤

니티 칼리지, 직업훈련 및 기술학교 등에서 개인의 재활 계획에 따라 다

양한 전공이나 내용의 중등 이후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일본은 중등 이

후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일상생활이나 직업재활 서비스가 가능

한 기관으로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일본에서와 같이 발달장애인이 일상

생활이나 직업재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지역사회에 설립되어 있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지원, 발달 지원, 취업 지원을 통하여 연계

가 이루어지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중등 이후 교육이나 재화 서

비스를 받는 효과가 있다. 

체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사례에서 평생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적

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법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그 법이 시행될 수 

있는 행정 조직 및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및 각 주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정 조직과 예산을 갖추고 있으며 평생

교육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자지원법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가를 위한 지원 등이 명문화되어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직

업, 생활 등에 대한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나 일본 모두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인력은 주로 발달장

애인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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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건강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의 건강 지원 사업은 이제 발달장애인법의 제정과 건

강권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발전적인 성인 발달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인

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선진 사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WHO의 권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세계장애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의 건

강에 대한 오해가 장애인은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고 한다(WHO, 2011, 

p.136). 실제로 장애인에게도 신체 활동이나 건강 증진 노력이 매우 중요

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장애인이 신체 활동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미흡하다. 여기에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 

등 이동성이나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의료장비나 의료기구와 같은 물리적

인 환경 때문일 수 있고,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사

회환경적 요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오해는 후진적인 제도에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인 제약요인인 장벽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한

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각국 정부들이 양질의 알맞은 가격의 보건의

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구성요소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WHO, 2011). 장애인을 일반 건강 증진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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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하지만,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이용

하기 힘든 지적손상이나 정신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

강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의 특수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표적화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WHO, 2011). 

장애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강불평등과 미충족 욕구에 대한 해결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는 각종 장벽들을 제거하고, 현재의 보건의료시스템

을 좀 더 포괄적이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정책과 법률 영역, 자금조달문

제와 비용부담능력 영역, 서비스 전달체계 영역, 인적자원 영역, 자료와 

연구 영역에 대한 권고를 제언하고 있다(WHO, 2011).

  2.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의 장애와 건강(Disability and 

Health)12) 

미국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산하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국(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DPHP)에서는 매 10년마다 국가차원의 보

건계획(Healthy People)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Healthy People 2020 

에서는  주요 주제의 하나로 장애와 건강(Disability and Health)이 포

함되어 있다. 

Healthy People 2020 가운데 장애와 건강 주제의 목적(Goal)은  ‘모

든 연령의 장애인들이 최상의 건강 유지, 만성질병의 예방, 사회적 및 환

경적 생활조건의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완전 참여, 선택권, 건강형

평성, 그리고 삶의 질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장애란 인

12) 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2016)에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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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생존의 한 부분이며, 생애 과정 중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고, 같은 진

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경한 것부터 중한 것까지 다양하

다. 장애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의 능력이나 건강 상태는 장

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즉 사회적 및 환경적 상황, 에 영향을 받는

다. 이러한 시각은 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모델인 ICF의 시각과 일

치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하여 가장 강조하

는 것이 바로 자료수집과 관련이 있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

차 해소와 건강형평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강

관련 자료수집 시스템과 자료분석 과정에서 장애 관련 변수가 포함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역시 최근까지도 공중보건 조사, 자료 분

석, 건강관련 보고서 등에서 장애 관련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

인들의 건강 상태와 현존하는 건강 수준에서의 격차에 대한 인식에 어려

움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건강 행태나 질

병 예방 서비스, 그리고 만성질환 등에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격차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정기

적인 치과진료나 암검진 등 예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게 받고 있으

며, 비만이나 고혈압, 낙상,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감정장애 등 건강에 대

한 위험요인이 높으며, 흡연이나 부적절한 신체 운동 등 건강하지 않는 

보건 행태에 많이 관련되어 있다.

Healthy People 2020에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 5가지의 

중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경제적 안정성, 둘째, 교육, 셋째, 보

건의료, 넷째, 이웃과 주변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또는 지역사

회적 맥락 이다. 이러한 각각의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장애

인들은 직업을 찾는 일,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거나 대학을 다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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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 이웃집을 방문하는 일, 헬스장

(Fitness facilities)을 사용하는 일, 건강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일, 그리고 

충분한 수준의 사회적·감정적 지원을 받는 일 등의 영역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건강 결정요인에 대하여, WHO(2008)는 장애인의 건강 수준

에 있어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행원칙을 권고한 바 있

다(WHO 2008). 첫째, 지역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으며,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서

의 생활을 강조하며,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통해 환경에서의 장벽을 제

거함으로써 일상생활 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적절

한 보건의료, 교육 및 작업 기회, 사회 참여, 필요로 하는 기술과 보조기구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자원의 배분을 

해 주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관련 변수가 건강자료 수집에 포함되어야 

하고, 건강 증진 활동에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애와 건강에 관한 훈련 기회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

의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식 보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한편 보건계획과 관련하여 장애와 건강 관련 3가지 주요 이슈도 제시

되고 있는데 첫째, 건강 수준의 격차나 건강 형평성과 같은 중요 주제에 

대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장애와 건강 관

련 자료의 수집이 중요하다. 해결책으로서 표준화된 장애 관련 항목이 공

중보건 감시체계의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장애 관련 보건 

데이터가 있을 경우 장애인의 건강관련 내용이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ODPHP 2016).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게 유용하며, 전략적으로 장애인이 적

절히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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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임상적인 환경에서 유용하

다고 제시된 근거기반 개입 프로그램들을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해결책으로 가능한 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체장애

인 및 감각기 장애인 그리고 인지적 장애인을 위하여, 몸에 부착하여 정

보를 수집하는 기술(wearable technology)와 가정모니터링시스템 뿐만 

아니라 전자건강기록과 개인건강기록 등 정보수집 관련 기술과 건강정보

시스템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완전 참여가 가능하도록 주택이

나 지역사회 공간을 디자인하며, 장애와 건강 관련 전문가 수준의 학위과

정 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미국 발달장애인의 보건의료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은 공중보건이나 건강 증진 측면에서 비장

애인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그룹이다. 특히 성인장애인의 경우 비만

유병율 및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사소통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은 적으며, 또한 운동 역시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 수준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 

가. 콜로라도 주 발달장애인보건센터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다학

제적인 서비스와 완전 통합된 형태의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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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보건센터(Developmental Disabilities health Center)가 

2011년 개소하였다. 이 모델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요구에 대해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음의 5가지의 핵심 목표 하에 설립되

었다(Ervin, 2014). 그 목표는 첫째, 통합된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용성 

증대, 둘째,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보건의료 질 향

상, 셋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강 증진 자원의 개발, 넷째, 발달장애인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인지도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요

구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들 가운데 보건의료전달체계 개념모델이 개발되었는데, 이 

모델은 일차보건의료, 건강 증진 및 건강관리, 그리고 돌봄제공자 교육 

등 3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델 속에는 직접적 또는 의뢰시

스템을 통하여 보건의료 요소 및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서비스

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요구에 따라 추가되고 있다. 

발달장애인보건센터는 지역이나 국가단위의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는데, 이러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사례관리 

및 전통적인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단체와 함께 연방정부가 인증

한 보건소, 지역의 공공병원, 재활병원, 그리고 지역정신보건센터 등이 

포함된다. 발달장애인보건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 맞춤형 일차보

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보건의료전달체계는 급성 및 정신보

건을 통합하는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행동보건의료 서비스

와 상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보건 계획, 그리고 환자와 돌봄 제공자를 

위한 보건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보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 급성질

환치료, 만성질환관리, 신체적 및 심리적 검사, 가벼운 부상의 치료, 행동 

및 정신 보건, 정신의학과 진료, 지역사회 전문가에로의 의뢰, 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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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관리, 현장 보건의료 조정, 헌신적이고 경험 많은 의료 요원, 건강 

증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이다. 비용은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

케어(Medicare), 아동보건의료계획 플러스(Child Health Plan Plus: 

CHP+), 콜로라도 저소득층 보건의료 프로그램(Colorado Indigent 

Care program:CICP), 그리고 일부 민간보험도 가능하다(DDHC 

2016). 

나. 일리노이주 발달장애인 운동 및 영양 프로그램 

미국 시카고시에 있는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IC)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혁신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보여준 성공적인 성과를 토대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

한 운동 및 영양 보건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다(Marks et al. 2006, p. 

iv). 이 과정은 운동, 영양, 그리고 보건 교육으로 구성된 12주 운동 프로

그램으로서,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하고

(improve fitness), 둘째, 건강한 생활방식(healthy lifestyle)에 대한 지

식의 증대, 그리고 셋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가족, 직원, 그리고 친구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볼 때 건강 증진 활동의 좋은 점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이러한 건강 증진 활동에 동참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생활방식의 변화 또는 주변 환경조건의 

변화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수행의 증진과 동일한 변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생활방식과 

관련 있는 만성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일리노이대학교(UIC) 재활연구 및 훈련센터(Rehabilit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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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aining Center)에서 실시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

인 발달장애인은 운동, 영양 및 요리 교실, 그리고 보건 교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동료 지원자(peer support)와 함께 참여하였다. 먼저 운동 

프로그램은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주일에 3회, 그리고 매

회 1시간씩 신체적 활동을 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심혈관의 

지속성, 근육의 강도, 유연성에 강조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운동 설비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과 운동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둘째, 영양과 요리 교실의 경우 1주일에  3회, 회당 1시간씩 개설된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식습관과 음식의 준비 방법, 식사 습관의 검사와 

함께 음식 라벨의 검사 방법, 먹거리 구매 시 주의점, 그리고 식당의 메뉴

로부터 건강한 음식을 고르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보건 교

육 교실은 1주일에 3회, 회당 1시간씩 개설된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건강, 운동, 그리고 음식에 대한 태도 이해하기; 하고 싶어하는 운동 찾기 

및 목표 정하기;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요령과 지식 습득하기; 프

로그램 진행 중 서로서로 도와주기;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참가자들이 

정기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찾기 등의 영역에서 참가자들을 돕는 활

동으로 이루어진다. 

일리노이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운동 및 영양, 보

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모두 12주로 구성되어 있고, 주당 3회 교육이 

실시되므로 총 3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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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모듈 활동 내용

단계 1.  신체 활동 및 영양: 건강한 선택 하기

Week  1 1 소개  -  건강이란 무엇인가

2 신체 활동이란 무엇인가

3 현장 학습: 운동전 해야 할 일

Week  2 4 운동이란 좋은 것

5 내 몸을 위하여 다양한 운동하기

6 현장 학습: 좋은 영양 

Week  3 7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가 

8 건강한 선택/자기 주장 하기

단계 2. 변화하는 생활방식: 내가 하는 일은 무었인가

9 현장 학습: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Week  4 10 나의 심박수는 얼마인가

11 나의 혈압은 얼마인가

12 현장 학습: 지역사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인가

Week  5 13 운동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알기

14 나는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는가

15 현장 학습: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알아보기

Week 6 16 내가 먹고 있는 약과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기

단계 3. 생활방식 바꾸기: 목표 설정하기

17 운동을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

18
현장 학습: 지역사회 피트니스 센터 방문 – 안전하게 운동기구 사
용하기

Week  7 19 운동할 때 숨 쉬는 방법

20 운동설비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이유

21 현장 학습: 필요한 영양소 알아보기

Week  8 22 운동계획 – 보다 적극적으로 운동하기

23 영양계획 – 메뉴 만들기

단계 4. 생활방식의 변화 : 나의 프로그램 실행하기

24
현장 학습: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운동하기

Week  9 25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 알아보기

26 수면이 신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27 현장 학습: 협상과 타협 

〈표 4-3-1〉 일리노이대학교 발달장애인 운동 영양 프로그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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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rks et al(2006), Exersize and Nutrition Health Education Curriculum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미국 일리노이 주(州)내의 6개의 서로 다른 직업재활시설과 거주 시설

로부터 참여한 32명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평가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생활에 대한 만

족도는 높고 우울감은 낮았으며; 운동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으며; 운동

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운동 능력에 대하여 자신

감이 증가하였고;  참가자들이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하는 장애요인

(barriers)이 줄어 들었으며; 심혈관 건강이 증진되었으며; 근육의 강도

와 지속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Marks et al. 2006, p. iv).

  4. 시사점 

발달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

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HO는 장애인이 신체 활동이나 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

는 환경이 매우 미흡하다면서, 이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 부적합한 

주 모듈 활동 내용

Week 10 28 아프다고 느낄 때에도 운동을 해야 하는가

29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30 현장 학습: 나에게 상주기

단계 5. 새로운 생활습관: 내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계속 하기

Week 11 31 나의 환경 재구조화하기

32 정상 궤도에 올려 놓기

33 현장 학습: 운동 비디오 만들기

Week 12 34 목표 재설정하기

35 총 복습

36 현장 학습: 비디오 마무리 하기, 졸업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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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나 의료기구,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일반 

건강 증진 시스템에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인 프

로그램을 이용하기 힘들게 하는 건강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의 특

수한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표적화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 이러한 지적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 의료체계에의 포괄성 확대뿐만 아니라 특수 클리닉 설치와 같은 맞

춤형 서비스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미국의 보건계획에는 주요 주제의 하나로 장애와 건강이 포함되

어 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해

소와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

해서는 모든 건강 관련 자료 수집 시스템과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장애 관

련 변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게 

유용하며, 전략적으로 장애인이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

램의 실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 관련 프

로그램에 장애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반을 개선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 시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은 비만 유병률 및 만성질환 유병률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상의 문제 등으로 인

해 의료기관 이용률과 운동 실천율은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보건 수준에

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 오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 발달장애인보건센터는 발달장애인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념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일차 보건의료, 

건강 증진 및 건강관리, 그리고 돌봄 제공자 교육 등 3가지 주요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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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발달장애인보건센터는 지역이나 국가 단위의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된다.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

면 급성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신체적 및 심리적 검사, 가벼운 부상의 

치료, 행동 및 정신 보건, 정신의학과 진료, 지역사회 전문가에로의 의뢰, 

정기적인 추후 관리, 현장 보건의료 조정, 헌신적이고 경험 많은 의료 요

원, 건강 증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질

환 관리, 건강 증진, 그리고 돌봄 제공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운동 

및 영양 보건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은 운동, 영양, 그리고 보

건 교육으로 구성된 12주 운동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하고, 둘째,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한 지식의 증대, 

그리고 셋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가족, 직원, 그리고 친구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평가 결

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 제고, 운동에 대한 지식 향

상과 운동 능력에 대한 자신감 증가, 근육의 강도와 지속성 증가 등의 성

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

상으로 하는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

한 운동·영양·건강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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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거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은 자립 이외에도 매우 복합적인 상황과 

조건들이 얽혀 있다. 이에 어떠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주거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국내 시사점을 갖는 해

외 주거 지원 정책을 간략히 소개하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민관 협력의 주택 공급과 질 관리 

최근 해외 주거 지원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주거 정책의 목표가 달라진 

점일 것이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대규모 거주 시설에 분리하거나, 소규모

라고 하여도 거주 시설에 다소 초점이 있었던 반면, 점차 장애인의 사회

적 포함을 강조하여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한 다양한 주

거 지원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미국은 장애인들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다양한 연방법 및 주 법이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정이

나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통합된 환경에서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에 의해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에서 인

권을 보장받는 법적 장치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와 서비스들은 

주마다 다르지만, 그중 주거선택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

로 Fair Housing Accessibility First와 주거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공정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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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House Act)이라는 주택관련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모

든 유형의 주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연방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다. 

 발달장애인과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13)를 살펴보면, 각 

카운티별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Regional Center를 설립하여 종합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가, 상담, 

진단, 개인별 평생 서비스 계획 통합 조정, 가족 지원, 지역사회 옹호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활용, 서비스 배치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 교육 등을 종

합적으로 제공한다. 그중에서 주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주거시설 
제공

(Living
Arrangements)

주택 마련 서비스(Affordable Housing)

공동 보호 시설:그룹홈(Community Care Facilities)

체험홈(Family Home Agency)

위탁가정 서비스(Foster Family Agency)

자립생활 지원(Independent Living)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Intermediatal Centers)

주정부 발달센터(State Developmental Centers)

생활 지원 서비스(Supported Living Services)

〈표 4-4-1〉 Regional Center의 주요 서비스 중 주거 관련 내용

자료：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홈페이지

영국의 경우도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지방정

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지방정부는 주로 정책 기준 설정 

및 심사, 프로그램 공급과 배분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비영리 조직은 주

택 공급, 운영,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제공 등 실제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13) 미국은 주마다 지원 제도가 달라서, 여기서는 캘리포니아 주를 예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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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배경은 주택 공급에서 비영리 조직들의 역할이 커지고 주거복지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의 서비스 공급 기능이 확

대되었기 때문이다. 강미나(2010)는 영국의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평생주택 기준(lifetime houses standards)은 장애인의 주거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 건설 기준으로서 16개의 디자인 기준

을 담고 있다. 예컨대, 주차 공간의 폭, 주차 공간으로부터의 접근성, 현

관 등 주택이 기능적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고안된 기준들이다.

둘째, 저렴한 주택 공급 정책들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주택과 

자가 주택으로서 홈바이주택 정책으로 구분된다. 우선, 사회주택은 지방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지방정부는 저렴한 주택을 희망

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자격 심사를 통해 임대를 허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들이 고려된다. 반면, 홈바이주택은 자

가를 구입하기 힘든 계층에게 자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진 제도이다.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주택 가격의 일부분을 

내고 나머지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일부에 대한 소

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셋째, 주거비 보조(housing benefits)이다.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저

소득층을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는 개인의 재정 상태 및 임

대료에 따라 달라진다.

넷째, 주택 수선 및 개조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의 기본적인 

개량이나 수선과 관련하여 보조금, 상담,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 제도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국은 hous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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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거로 ‘소비자 최우선 정책’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중심에 두

고 건강과 주거, 사회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는가를 중요한 우선순

위로 두고 있다. 이때 지방정부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의 욕구

에 적합한 주거 유형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장

애인 거주 시설은 국가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에 따

라 엄격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중앙정

부에서 제시하는 적정 주거 기준(Housing Quality Standard)을 준수하

도록 되어 있으며, 주거와 관련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연방법에 규

정하고 있다. 이 공정주택법규(Fair Housing Act)에 따라 지방정부는 주

택 매매, 임대, 융자, 신청 등과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앙정

부는 법규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홍선미 등, 2014). 이는 장애인들

이 지역사회 내에 주거를 확보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며, 국가가 최소한

의 기준 확보를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주거 지원을 질적으

로 관리하는 예를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2. 돌봄 형태에 따른 다양한 주거 유형

영국에는 돌봄 형태에 따라 다양한 주거 유형이 있다. 일상적 주거 형

태와 집단 주거 형태, 그리고 돌봄의 정도에 따라 <표 4-4-2>과 같이 구

분된다(이동석, 2013).

우선, 일상적 주거 형태이면서 돌봄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거주 유형으

로서 첫째, 공유가족(Shared live)이 있다. 과거에는 성인 배치라고 불리

기도 했으며, 개인이나 가족이 일정 금액을 받고 노인이나 장애인을 자신

의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둘째, 집 공유

(houseshare)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방식으로서 다른 욕구를 가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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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상호 이익하에 숙소를 공유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즉 집주인은 부

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이고 집 공유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조건으

로 숙소를 공유하게 되며 이렇게 볼 때 자신의 집을 가진 장애인이 추가적

인 비용 없이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셋

째 지원 하숙(supported lodgings and supported accommodation)

은 집주인이 숙박을 임대하고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공유가족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CQC(care quality com-

mision)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반드시 가정집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는 점에 차이가 있다.

구분 유형

일상적 주거 형태 + 
많은 돌봄 서비스

공유가족(Shared live)

집 공유(houseshare) 

지원 하숙(supported lodgings and supported accommodation)

일상적 주거 형태 + 
최소한의 돌봄 서비스

완전 소유

공유 소유

공동 소유

집합 소유

임의 신탁

상속 재산 선물 재산

홈바이

장기 장애인을 위한 집 소유 프로그램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기타:

집단 주거 형태 + 
돌봄 서비스 없는 유형

그룹홈, 지역사회 네트워크, 계획지역사회

집단 주거 형태 + 
돌봄 서비스 필요 유형

돌봄 제공 보호 시설, 거주 시설 돌봄 시설 등

〈표 4-4-2〉 다양한 주거 유형 

자료: 이동석(2013). 영국의 지적장애인 주거 유형분석 및 정책적 함의, p.1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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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상적인 주거 형태이면서 돌봄 서비스가 거의 필요하지 않

은 거주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완전 소유는 장애인 개인

이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소유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둘째, 가족의 투자를 

포함한 공유 소유(shared ownership including family investment)

는 재산의 일부를 구입하는 것으로 단지 지분의 일정 부분만을 매입하는 

것이다. 셋째, 공동 소유(Joint ownership)는 몇몇 사람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다. 넷째, 집합 소유(collective ownership)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집을 공동으로 구입 또는 건설하고, 케어와 지원 서비스도 제공

할 수 있는 형태를 가리킨다. 다섯째, 임의 신탁(discretionary trust)을 

통한 소유는 자식이나 친척을 위해 안전하고 장기적인 재정을 제공하려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신탁에 넘겨 장애인 자식이 계속 그 집

에 살면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받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 상속 재

산 선물 재산은 가족의 집을 물려받아 친숙한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지

역사회의 지원도 계속 받기 위한 것이다. 일곱째, 홈바이(homebuy)란 공

동 소유의 한 형태이자 주택협회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집을 소유하는 방

법으로서 저소득층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하다. 여덟째, 장기 장애인을 위한 집 소유 프로그램은 장애인

이 집을 소유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

그램을 가리킨다. 아홉째,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이라는 추가적인 소득지원의 도움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또한 시나 주택협회로부터 주택 

임대 민간 영역으로부터의 임대를 위한 주택 구입 임대 승계 등의 주거 형

태가 이 유형에 포함된다(이동석, 2013, 재인용).

이 외에도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 없는 유형으로서 

그룹홈, 지역사회 네트워크, 계획 지역사회 등이 있으며, 집단을 이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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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유형으로 돌봄 제공 보호 시설, 거주 시설 

돌봄 시설 등이 있다. 

 

  3. 선 배치 후 지원의 ‘housing first’

최근에는 이제까지의 주거 모형이었던 ‘다양한 주거 유형 간 연속 모형

(comprehensive continuum of hosing model)’에 대한 비판과 함께 

‘housing first model’로 옮겨 가는 경향이 있다(홍선미 등, 2014, 재인

용). 예컨대, 체험홈 등을 통해 자립에 대한 훈련과 준비를 한 후 지역사

회의 독립주거로 연계해 왔던 연속 모형이 비판받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의 장애인 주거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함께 상주하면서 주거와 서비스

가 한 곳에서 제공되는 유형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는 

다음 단계로의 이전을 전제로 하므로 임시적 주거의 불안정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의 지역사회 주거임에도 불구하

고 지역사회와의 분리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일반주택

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 보기를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강하

게 제시되면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housing first model’은 미국 뉴욕시와의 협력으로 주

거 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기관인 ‘Pathways to Housing’에 의해 시행되

기 시작하였다. 이 모델의 특징은 단계적인 주거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대주택 등의 독립 주거지로 입주하여 재가 서비스를 외부로부터 

지원받고 낮 시간에는 지역의 주간재활 프로그램이나 직업재활 서비스에 

참여하여 주거와 서비스를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임대가 용이하며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와 같은 집중 사례 관리 프로

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지지 체계가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곳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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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되는 한계가 있다.

‘Housing First’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많은 독립 주거지의 확충을 위

해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공공주거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주택도시개

발국(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저소득층 주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주거지역 개발, 차별 없

는 주거생활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장애인 주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홍선미 등, 2014, 재인용).

한편, 영국에서 독립주거가 강조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대표적인 임차

인 생활 지원 제도로는 서포팅 피플(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이 있

다(Brayne & Carr, 2003). 2003년부터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정부별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불충분한 지역사회 보호로 독립적

인 삶을 유지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적합한 주거 환경을 조성

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주거가 중심이 되어 사회 서비스, 보건 등의 서비

스 통합을 지향하는 것으로 다양한 대상 집단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원생활의 예시로는 KeyRing의 지원생활 

네트워크를 살펴볼 수 있다.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KeyRing은 1990년부

터 네트워크형 지원생활 시스템을 통해 거주 시설과 달리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원생활 서비스를 이용자의 집에서 받는 체

계를 갖추고 있다(KeyRing, 2016). 

KeyRing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자원봉사자의 신청

을 받아 총 10가구로 구성된 KeyRing 지원생활 네트워크(supported 

living network)라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한 네트워크에는 

총 10곳의 집이 포함되는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 9

곳과 이들에게 기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생활 자원봉사자

(Community Living Volunteer)가 거주하는 집 1곳으로 구성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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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는 한 주에 최소 12시간을 네트워크에 참여한 장애인 성원14)

을 위한 지원 활동에 사용한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각 성원을 유연하게 

지원하고, 성원들이 서로를 지원하고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

며, 이웃 및 경찰서 등과 같은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것

이다. 각  네트워크에 참여한 장애인 성원의 집들은 자원봉사자의 집과 

모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할 때 보

다 편리하고 빠르게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자가 제공하는 지원은 기본적인 수준의 지원이며 서비스 이용자가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유급 지역사회 생활 지원 담당자

(Community Living Support Worker) 또는 여러 지원생활 네트워크

를 관리하는 매니저(Community Living Manager)를 통해 직접 지원을 

받거나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다(CSED, 2009; Alder, 2012 and 

2013; KeyRing, 2016). 

KeyRing의 지원생활 네트워크는 2006년 이전까지는 발달장애인만을 

참여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6년 이후부터는 참여 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CSED, 2009). 지원생활 네트워크는 1998년에는 

Greater London 지역을 중심으로 총 15개가 운영되었으나(Joseph 

Rowntree Foundation, 1998)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100

여 개의 네트워크가 운영되어 영국 내에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 시사점

 

해외 주거 지원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우선 주거 지원이 발

14) KeyRing에서는 서비스 제공대상에 대해 지원생활 ‘서비스 이용자(service user)’라는 
용어대신  지원생활 네트워크 ‘성원(memb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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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요한 제도 중 하나로서 인식되고 고려되고 있

다는 점일 것이다. 즉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생활과 관련하여 직업, 

주거 등이 함께 고려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이는 각 영역별로 분절된 형태로 제공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매

우 다른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민과 관의 협력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이는 주택 공급에 있어 정

부 주도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정

책 방향 설정에 던져 주는 시사점이 크다. 최대한의 주택 공급을 위해 민

간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서비스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어렵

다. 따라서 돌봄과 주거 서비스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국의 지원 

사례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크며 서포팅 피플 등도 고려될 

지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

들은 주거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자신의 역할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따라서 주거 지원 업무의 범위와 경계, 내용 등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 서비스가 보다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제

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체험홈이나 자립홈 등 훈련 후 배치라는 개념이 

주거 지원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주거로 바로 독립

되지 못하고, 일정 기간 동안 체험홈 등의 제한된 주거 형태에서 거주하

는 것이다. 이는 공동생활가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이 운영됨으로써 각 

주거 유형의 특성 없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이전을 제한하는 요

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원생활 모델 적용

을 통해 충분한 사정과 사례 관리 과정을 거치는 등 선 배치 후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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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응하도록 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도 검토되어, 다양한 주거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주거 유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거주 시설과 지역사회 시설이라는 이중 구분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다

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며, 이와 관

련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주거 유형과 주거 문

화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5절 가족 지원

  1. 돌봄 지원

부모 혹은 비장애 형제가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로서 역할하면서 장

애인의 거주 시설 입소 시기는 지연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되

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해외에서는 주 돌봄자인 부모 혹은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영국은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발

달장애인에게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

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프

로그램으로는 켄트주에서 운영하는 The Good Day Program(GDP)을 

꼽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부모 및 

가족은 돌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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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으

로 구성된 다양한 종류의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미술, 공예, 원예, 스포츠, 도예, 지역사회 모임 등이 있으며, 이와 함께 

기술 습득과 훈련에 중점을 두는 평생교육(adult education) 및 지원고

용 등도 포함된다. 

발달장애인이 GDP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Community Care Act｣에 

따라 ‘social care’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적격한 

발달장애인에게 지방정부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

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개인 예산 제도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캐나다는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

의 부모 및 가족에게 휴식 지원, 주간 활동 프로그램, 재정 지원, 세금 혜

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Weeks et al., 

2009). 특히, 앨버타 주정부는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

으로 Family Managed Service(FMS)를 제공하고 있는데, FMS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

고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FMS를 제공받

고 싶은 가족은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PDD) 프로그

램15) 스태프에게 지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승

인 후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그들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계획한다. 

지원 계획 과정은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가족이 필요

한 지원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FMS를 이용해 제공받을 수 있는 지

원은 <표 4-5-1>과 같다.  

15) PDD 프로그램은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PDD 
프로그램 제공 기관은 주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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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휴식 지원

가정생활 지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예, 요리)

고용 지원 유급 고용을 위한 훈련, 교육 지원

지역사회 참여 지원 지역사회 참여 촉진

특별 지원 특별한 상황에 단기 지원(예, 행동 지원)

〈표 4-5-1〉 FMS를 이용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가족은 위에 제시된 지원을 모두 제공받거나 특정 지원 하나만을 제공

받을 수 있지만, 단 휴식 지원을 제공받기로 결정한 가족은 휴식 지원만

을 제공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1단계에서 결정한 지원의 비용을 계산하고 예산을 세

우는 것으로 PDD 프로그램을 통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

을 거치게 된다. 예산안이 승인되면 부모는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게 된다.

FMS를 통해 부모는 발달장애인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

으며,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잘 맞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지원을 받음으

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2. 평생계획 

장애인의 수명이 연장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

면서 장애인의 주 돌봄자인 부모는 그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나 사후

를 대비하여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원한다. 이러한 장애

인 부모 및 가족이 당면한 고민 및 지원 요구를 인식한 캐나다와 호주의 

주정부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주 돌봄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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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비영리단체를 통해 평생계획을 위한 주요한 

정보와 지원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우선 캐나다부터 살펴보면, 캐나다는 민간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평생계획을 위한 지원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기관을 통해 제공되거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민간기관

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평생계획 지원 서비스는 

PLAN(Planned Lifetime Advocacy Network), Special Needs 

Plans, Long Term Planning & Support Programs 등이 있으며, 이

들은 장애인 주 돌봄자 및 가족의 평생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정보를 지원

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의 가장 대표적인 평생계획 지원 기관은 1989년 장애인 가족들

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PLAN으로 PLAN은 장애인의 미래에 대해 

가족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관에서 제

공되는 PLAN 서비스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을 살펴

보면 <표 4-5-2>와 같다.

서비스 유형 주요 서비스 내용

The Future 
Planning 
Network

장애인의 주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서비스가 종료된 후(예, 
장애 아동이 특정 연령이 되었을 때 정부 수당이 종료되는 경우) 그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
해 줌

Financial and 
Estate Planning

장애인의 주 돌봄자를 대상으로 유언장 작성, 자산 및 신탁 계획
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함
장애 관련 이해가 부족한 법률 단체에 자문을 제공함
매달 20명 정도의 신청을 받아 평생계획 관련 워크숍을 제공함 

Supported 
Decision Making 

Services

장애인의 주요한 신변 문제를 결정할 사람을 지정하는 법적 문서인 
합의계약서(representative agreement)에 대한 정보 및 지원을 제
공함

〈표 4-5-2〉 PLAN의 주요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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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Needs Plans는 Special Needs Planning Group이라는 비

영리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산 및 

보험, 재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부모들의 평생계획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서비스의 주요 특성은 주로 생애 설계, 자금 운용, 유

언장, 신탁 관리 지원을 포함하는 ‘special needs plan’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이슈들을 상세하게 검토해 준다는 점이다.

Long Term Planning & Support Programs(LTPSP)는 온타리오 

뇌성마비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뇌성마비 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평생계획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는데, 미래 계획 및 유언장 작성, 지역 서비스와의 연계, 지역사

회 지원망 형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4-5-3>과 같다.   

호주 정부는 장애인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

에게 ‘Family Relationship Services for Carers’라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이 서비스는 주로 장애인의 미래 돌봄, 다양한 계획 수립 등에 대

한 상담을 포함한다. 특히, New South Wales(NSW) 주정부는 직접서비

스와 비영리단체를 통한 간접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평생계획을 

구성 요소 주요 내용

계획 평생계획 설립, 의료적 응급상황 시 계획 및 유언장, 위임장 작성 지원

연계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예, 주거, 건강, 주간 활동)와의 연계, 변호사 및 자
산 관리사와 연결

지원
부모 혹은 가족 사후에 뇌성마비 장애인 지원을 위한 가정방문, 가까운 
이웃으로 구성된 지원망 형성, 긴급 상황 대처, 신탁관리자 지원에 대한 
서류 작성

〈표 4-5-3〉 LIPSP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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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장애인의 부모들 중 고령 부모를 위한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lanning for the Future(PFF) 프로젝트

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부모만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로 개별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 부모는 자신의 가족상황에 가장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호주의 빅토리아 주정부는 평생계획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 사

업으로 ‘Options for Older Families’를 시행하였고, 그 시범 사업을 기

반으로 ‘Nillumbik Community Health Service Centre’를 설립하여 

‘Family Services Coordinator’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Family 

Services Coordinator’는 가족의 의사 결정을 촉진하고 개별지원 요구

를 충족시켜 주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돌봄자의 단기적 요구뿐 아니라 장기

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퀸즐랜드 정부는 비영리단체에 지원금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주 

돌봄자의 평생계획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Mamre 

Pave the Way’가 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가족지원협회에 의해 제공되

는 것으로, 주요 서비스 내용은 평생계획 관련 연수 제공, 법률 정보 및 

다양한 자원 제공 등이다. 

  3. 비장애 형제 지원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그들의 사후 비장애 형제가 주 돌봄자의 역할

을 해 주기를 바라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그들의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

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비장애 형제가 발달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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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옹호자 및 주 돌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 사이의 지

원망을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미국과 영국은 성인 비장애 형제의 자조 모임이 시작되었으며, 그 역할을  

확장시켜 가고 있다.

미국의 Sibling Leadership Network(SLN)는 비장애 형제에게 그들

의 장애 형제를 지원하고 옹호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많은 주(state)에 분과를 두고 운영되고 있

는 대표적인 자조 단체이다. SLN의 목적은 비장애 형제들이 장애 형제와 

함께하는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이 장애 형제의 옹호자가 될 수 있

도록 생애 전반에 걸쳐 사회적·정서적 지원,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고, 그

들 자신과 가족을 위한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장애 형

제 사이의 연결망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다.  

SLN은 3개의 위원회, 즉 학술위원회, 지원 및 정보위원회, 정책 및 

옹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면 <표 4-5-4> 

같다.

 

위원회 유형 주요 역할

학술
위원회

비장애 형제에 대한 연구를 수집, 요약, 배포
비장애 형제에 대한 연구의 양과 질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원
연구 영역 및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
연구를 위한 최선의 실제 지침 개발

지원 및 정보 
위원회

비장애 형제를 위한 현행 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배포
서비스와 지원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

정책 및 옹호 
위원회

비장애 형제에 대한 정책 및 옹호를 위해 주(state) 분과장들과 협력
정책, 옹호, 의사 결정을 위한 포럼 개최
정책 및 옹호 관련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

〈표 4-5-4〉 SLN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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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LN은 30대 이상의 비장애 형제를 위한 SibNet을 지원하고 있

다. SibNet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규모도 가장 큰 온라인 자

조 모임으로 오로지 성인기 비장애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SibNet을 

통해 비장애 형제는 직면한 도전과 고민들을 나누고, 장애 형제를 옹호하

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자원, 전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SibNet이 

30대 이상의 성인기 비장애 형제를 위한 자조모임이라면, Sib20는 20대 

비장애 형제들의 자조모임으로 SibNet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10대 후

반부터 30대 초반의 비장애 형제만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SLN과 유사하게 영국에는 2001년 설립된 Sibs라는 단체가 있

는데, Sibs는 비장애 형제를 대표하는 영국의 유일한 단체로, 비장애 형

제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비장애 형제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이후로 Sibs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비장애 형

제 관련 이슈에 대한 자료를 개발하였으며, 영국 전역에 걸쳐 비장애 형

제 자조 모임이 형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한편, 지난 수년 동안 Sibs는 위기에 처한 성인기 비장애 형제를 전화

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성인기 비장애 형제들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2015년 가을부터 이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성인기 

비장애 형제 자조 모임은 아래와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구분 내용

Sibs 지원 내용

비장애 형제의 안녕과 회복 탄력성 증진
장애 형제의 옹호자가 되도록 역량 강화
장애 형제의 돌봄과 지원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만약 부모가 너무 연로하거나 돌봄자가 되기 어려운 경우)
장애 형제의 돌봄자로서 서비스 체계에 목소리 반영

〈표 4-5-5〉 영국의 Sibs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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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비장애 형제를 위한 Sibs는 현재 영국 전역에 있는 비장애 형제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워크숍을 통해 비

장애 형제가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조 모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

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4. 시사점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의 가족 지원을 돌봄 지원, 평생계획, 비장애 형제 

지원의 측면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서비스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해외의 서비스 제도 및 내용들은 차별되는 점이 있기도 

하였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한 점도 있었으며, 이는 국내 가족 지원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해외의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국내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에 주는 주요한 시사점

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돌봄과 관련하여 해외의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해

외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

까지 고려하여 서비스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해외의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돌봄의 부담

으로부터 벗어나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발달장애인에게는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례로, 영국은 발달장애인에게 미

술, 공예, 원예, 스포츠 활동 등과 같은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으로 구

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여

가나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돌봄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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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조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이동 보조나 신변 처리 등을 주로 제공

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활동 중심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이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의 차원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도

록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내용을 개발, 운용할 필요

가 있다.

둘째, 해외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이 당면

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

로 평생계획을 위한 주요한 정보와 지원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평생계획 지원 기관인 캐나다의 PLAN은 

장애인의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유용한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부터 재정 및 자산 계획, 후견인과 같은 법률 서비스까지 발달장애인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부모

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개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 자녀에게 적

합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평생계획에 대한 부모들의 욕

구는 점차 많아지고 있는 데 반해 평생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신의 사후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발달장애 자녀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

록 평생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적인 형제자매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 

형제의 관계도 즐거움과 도전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형제자매

와 다르게 비장애 형제는 나이가 들면서 발달장애 형 혹은 동생을 돌봐야 

하는 책임, 그들의 권리 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도전에 직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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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성인기 비장애 형제들이 

유사한 경험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SLN이라는 자

조 모임을 설립하였다. SLN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만남을 주선하여 비장

애 형제들의 연결망을 촉진시켜 주며, 특히 30대 이상의 비장애 형제로 

구성된 자조 모임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미래의 계획들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비장애 형제 프로그

램, 형제 캠프 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주로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유년기 및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

어 성인기 비장애 형제에 대한 지원은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

외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비장애 형제 자조 모임을 검토하고 이러

한 프로그램이 하나의 지원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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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의 조사들을 살펴보면 성인 발달장

애인의 응답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영역의 범위

가 한정되어 있어(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성인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

로 생활 실태,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 이용 현황, 지원 욕구 등을 파악

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 및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 방법

   1) 조사표의 개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복지 지원 환경을 구축

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정책 방향 및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주요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한 기초 및 근거 자료로 활용할 조사를 위해 (성인)발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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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의 과업을 중심으로 직업, 주거, 건강, 평생교육, 

가족 지원의 주요 정책 영역을 상정하여 각 영역별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표 5-1-1 참조).

  2) 조사 대상자 선정 및 배분

본 조사의 대상은 (성인)발달장애인 보호자 1,000명으로 생애주기와 

장애 유형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 배분에 있어서 연령

과 장애 유형을 고려하였다. 우선 유형을 살펴보면, 현재 등록 장애인 현

황(2015)에서도 드러나듯이 지적장애인의 수(184,355명)가 자폐성 장애

인수(19,524명)에 비해서 월등히 많지만 지적장애인의 특성만 반영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비율을 각각 70:30으로 

영역 조사 내용

기본
사항

응답자
성별, 연령대,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발달장애인과 동거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

발달
장애인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및 장애 등급, 최종 학력, 혼인 여부, 일상생활 도
움 정도, 의사소통 능력, 문제 행동 여부 및 정도

가족 지원
가족 및 외부의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미이용 
이유,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발달장애인의 미래 계획 
수립 여부 등

주거
주거지, 주거지 선택 시 고려 사항, 추후 독립 계획, 희망하는 주거 유형 
및 서비스 등

건강
지속적인 진료 여부 및 목적, 건강 상태, 만성질환 여부, 약 복용 여부, 
흡연 및 음주 여부, 비만 여부, 운동 활동 여부 등 

평생교육
기관 유형별 이용 여부 및 선호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이용 여부 
및 선호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

직업 생활
근로 여부, 월평균 임금, 취업 경로, 직업 생활에 대한 기대, 직업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취업 전 훈련, 취업, 직업 유지과정별) 등

〈표 5-1-1〉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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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였다. 또한 연령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환

기이면서 고등학생인 17세부터 49세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30대 이후 

연령대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생활시설 등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

고, 연령대에 맞추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복지관을 이용하

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이 30세가 넘어가면서부

터 부모 자조 모임 등에 참여하는 부모의 수가 현저히 줄어듦에 따라 부

모(보호자)를 통한 조사가 어렵고, 특히 30대 이후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지적장애로 판정을 받았던 시대적 환경과 배경에 따라 30대 이후

의 자폐성 장애인(장애 판정 기준)의 조사 가능 대상자는 적을 것으로 예

상되었다. 이에 연령은 17~29세와 30~49세로 나누고 그 비율을 70:30

으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지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대전, 세종,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

(부산, 대구,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의 5구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현황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수를 배분하였다.

조사를 위해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기관 프로그램

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를 통해 설문조사가 자기기입식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담당자에게 설문조사 협조를 구하였다. 장애인복

지관의 협조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관련 부모 단체 등에 추가적으로 조사

를 요청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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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발달장애인 수가 총 3,234명(지적장애인 2,876명, 자폐성 장애인 358명)으
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낮아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함.

  2. 조사 결과 

가. 일반사항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에 응답된 발달장애인은 총 956명

으로 연령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면 <표 5-1-3>과 같다. 우

선 19세 이하 발달장애인은 전체 응답자의 12.3%, 20세~29세는 57.2%, 

30세 이상은 30.1%로 20세~29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남

성이 64.6%로 여성 35.4%에 비하여 더 많았으며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가 62.9%, 자폐성 장애가 37.1%로 지적장애인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장애 등급은 2급이 43.3%로 가장 많았고,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구역 분류 지적 자폐 소계
발달장애인 
지역별 배분

서울 서울
24,342
(13.2) 

4,466
(22.9) 

28,808
(14.1) 

144

 경기, 
인천

경기, 인천
45,606
(24.7) 

5,918
(30.3) 

51,524
(25.3) 

256

충청
대전, 세종, 
충청북도, 충청남도

25,795
(14.0) 

1,926
(9.9) 

27,721
(13.6) 

139

경상
부산, 대구,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50,445
(27.4) 

4,660
(23.9) 

55,105
(27.0) 

272

전라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27,756
(15.1) 

1,691
(8.7) 

29,447
(14.4) 

147

강원 강원
7,535
(4.1) 

505
(2.6) 

8,040
(3.9) 

42

총계 181,479 19,166 200,645 1,000

〈표 5-1-2〉 지역별 발달장애인 현황 및 배분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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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전체 12.3 57.2 30.1 100.0(956)

성별

  남성 8.5 38.3 17.8  64.6(617)

  여성 3.9 18.8 12.7  35.4(338)

장애 유형

  지적장애 5.2 34.6 23.1  62.9(589)

  자폐성 장애 7.4 23.2 6.5  37.1(347)

장애 등급

  1급 5.8 22.7 9.5  38.0(356)

  2급 4.8 24.9 13.5  43.3(406)

  3급 1.9 9.5 7.4  18.8(176)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0.7 0.5 2.2   3.4(31)

  중학교 졸업 8.2 3.7 4.0  15.9(147)

  고등학교 졸업 3.0 43.9 18.4  65.4(603)

  전공과 졸업 0.3 3.3 0.5   4.1(38)

  대학 졸업 이상 0.3 7.6 3.3  11.2(103)

〈표 5-1-3〉 발달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단위: %, 명)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정도와 관련하여 우선 평소 도움이 필요

한 정도에 대해서는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

으며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그 뒤를 이어 25.5%로 나타나 응

답자의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의사소통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는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스스로 가능하다는 응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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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로 나타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이 더 높은 것

을 확인하였다. 발달장애인의 문제 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 행동이 

‘없다’는 응답이 50.1%로 ‘있다’는 응답 48.3%에 비해 조금 많았다.

구분 19세 이하 20세∼29세 30세 이상 총계

도움 
필요 
정도

거의 모든 일에 도움 필요 1.3 5.8 3.4 10.4( 99)

대부분 도움 필요 4.3 13.6 7.6 25.5(243)

일부 도움 필요 4.0 24.8 10.9 39.7(378)

대부분 도움 불필요 2.2 9.5 5.9 17.6(168)

모두 스스로 가능 0.5 3.5 2.8  6.8( 65)

의사
소통
능력

불가능 0.8 4.9 3.6  9.3( 89)

대부분 도움 필요 3.8 12.7 6.4 22.9(218)

일부 도움 필요 4.3 20.0 9.9 34.2(326)

대부분 스스로 가능 2.9 16.5 9.1 28.5(272)

모두 스스로 가능 0.4 3.0 1.6  5.0( 48)

문제
행동
여부

예 6.7 28.7 12.9 48.3(431)

아니요 5.4 29.0 17.3 51.7(461)

〈표 5-1-4〉 일상생활 수행 정도 

(단위: %, 명)

나. 직업 생활

발달장애인 자녀가 수입을 목적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

과, 전체 응답자 중 70.1%가 미취업 상태이며, 단지 29.2%만이 취업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8.3%, 20∼29세 29.1%, 30

세 이상은 40.6%가 취업 상태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취

업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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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예 8.3 29.1 40.6  29.9(279)

아니요 91.7 70.9 59.4  70.1(655)

전체 100.0(121) 100.0(532) 100.0(281) 100.0(934)

〈표 5-1-5〉 현재 취업 유무

(단위: %, 명)

자녀가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6.9%만이 취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가 2.0%, 20∼29세가 16.7%, 30세 이상은 26.7%이었으며, 앞서 살펴본 

현재 취업 유무와 비슷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과거의 취업 경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있다 2.0 16.7 26.7  16.9(105)

없다 98.0 83.3 73.3  83.1(517)

전체 100.0(101) 100.0(360) 100.0(161) 100.0(622)

〈표 5-1-6〉 과거 자녀 취업 경험

(단위: %, 명)

자녀가 직장을 그만 둔 이유로는 ‘고용 기간이 만료되어서’가 2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 내 환경 변화’ 19.2% 순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고용기간이 만료되어서’ 28.6%, ‘가정 내 환경 

변화’ 22.0% 등의 순으로, 30세 이상도 ‘고용기간이 만료되어서’ 22.0%, 

‘가정 내 환경 변화’ 22.0% 등의 순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

럼 노동시장에서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인 고용 보장이 되지 않아 계약 기

간이 만료되면 자동 퇴직으로 이어지는 불안전하고 열악한 고용 대상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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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직장 동료들의 차별(따돌림 등)  0.0  3.6  4.9 4.0( 4)

가정 내 환경 변화 (부모의 이혼 혹은 
거주지 이전 등)

50.0 16.1 22.0 19.2(19)

직장 상사의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0.0  3.6  2.4 3.0( 3)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0.0  7.1  2.4 5.1( 5)

일하기 힘들어서  0.0 10.7  2.4 7.1( 7)

(자녀 본인이)일하기 싫어해서(근로의욕 
상실)

 0.0  5.4  7.3 6.1( 6)

출퇴근이 힘들어서  0.0  1.8  2.4 2.0( 2)

부모(보호자)가 원해서  0.0  1.8  0.0 0.1( 1)

고용기간이 만료되어서 50.0 28.6 22.0 26.3(26)

임금이 너무 낮아서  0.0  1.8  0.0 0.1( 1)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 등)

 0.0 10.7  9.8 10.1(10)

기타  0.0  8.9 24.4 15.2(15)

전체 100.0(2) 100.0(56) 100.0(41) 100.0(99)

〈표 5-1-7〉 발달장애인 직장 퇴직 이유

(단위: %, 명)

현재 자녀가 일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27.9%가 자녀의 심한 장애로 인해 일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를 자녀의 연령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세 이하는 ‘재학 중이기 

때문에’ 12.6%, 20∼29세와 30세 이상은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각각 28.5%,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가 각각 18.0%, 13.4% 순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향후 

장애인 대상의 직종 개발 시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적합

한 다양한 직종 개발의 필요성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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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회사에서 발달장애인을 안 받아 줘서 2.0 10.5 10.8 9.2( 57)

임금이 너무 낮아서 0.0 1.4 1.3 1.1(  7)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0.0 18.0 13.4 13.8( 86)

작업 환경(편의 시설, 근무 시간, 
근무조정 등)이 열악해서

0.0 5.8 0.6 3.5( 22)

출퇴근이 힘들어서 1.0 1.1 1.9 1.3(  8)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5.9 28.5 40.8 27.9(173)

다른 질병(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0.0 2.2 8.9 3.5(  22)

재학 중이기 때문에 76.5 9.1 0.6 18.0( 112)

일에 필요한 기술(능)이 없어서 5.9 17.7 12.7 14.5(  90)

취업 정보, 취업 방법을 몰라서 0.0 2.8 0.6 1.8(  11)

기타 8.8 3.0 8.3 5.3(  33)

전체 100.0(102) 100.0(362) 100.0(157) 100.0(621)

〈표 5-1-8〉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자녀의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

한 결과, 전체의 42.0%가 ‘자녀의 적성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별로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모

두 ‘자녀의 적성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각각 52.6%, 

42.3%, 36.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19세 이하와 20~29세는 ‘직장

의 작업환경’, 30세 이상은 ‘안정적인 고용 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9 참조). 

다음으로 자녀의 취업 경험에 따라서 자녀의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7%가 ‘자녀의 

적성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재 

취업 중에 있거나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모두 ‘자녀의 적성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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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비율이 각각 33.9%, 33.3%로 가장 높았다. 다

음으로 ‘안정적인 고용 유지 가능 여부’ 가 각각 24.6%와 25.0%로 높게 

나타났다(표 5-1-10 참조).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자녀의 적성과 선호 52.6 42.3 36.4 42.0(345)

직장의 작업 환경(편의 시설, 근무 
시간, 근무 조정 등)

28.1 27.0 14.9 23.6(194)

안정적인 고용 유지 가능 여부 10.5 13.9 21.5 15.7(129)

임금  및 복리후생 0.9 2.8 3.7 2.8( 23)

접근성(집으로부터의 거리, 교통편 등) 6.1 11.8 18.2 12.9(106)

기타 1.8 2.1 5.4 3.0( 25)

전체 100.0(114) 100.0(466) 100.0(242) 100.0(822)

〈표 5-1-9〉 일자리 선택 시 고려 사항

(단위: %, 명)

구분
취업 여부

현재 취업 중 과거 취업 경험 총계

자녀의 적성과 선호 33.9 33.3  33.7(112)

직장의 작업 환경(편의 시설, 근무 
시간, 근무 조정 등)

20.3 21.9  20.8( 69)

안정적인 고용유지 가능 여부 24.6 25.0  24.7( 82)

임금 및 복리후생  3.8  2.1   3.3( 11)

접근성(집으로부터의 거리, 교통편 등) 15.3 14.6  15.1( 50)

기타  2.1  3.1   2.4(  8)

전체 100.0(236) 100.0(96) 100.0(332)

〈표 5-1-10〉 취업 경험별 자녀 일자리 선택 시 고려 사항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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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자녀가 일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62.9%가 자녀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하였다. 연령별로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모두 자녀의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79.3%, 

64.7%, 52.2%로 가장 높았다.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예 79.3 64.7 52.2  62.9(572)

아니요 20.7 35.3 47.8  37.1(337)

전체 100.0(121) 100.0(516) 100.0(272) 100.0(909)

〈표 5-1-11〉 자녀 취업 희망 여부

(단위: %, 명)

다음으로 자녀가 미래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따른 자녀의 

일자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래

에 자녀의 취업을 희망하거나 희망하지 않는 경우 모두 ‘자녀의 적성과 

선호’라는 비율이 각각 43.8%와 4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

장의 작업 환경’이라는 비율이 두 집단 모두에서 각각 23.4%와 23.0%로 

나타났다(표 5-1-12 참조).

자녀의 직업 생활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3.8%가 직업이 

자녀의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이

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령별

로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모두 직업에 대한 정부의 중요성 

인식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각각 35.8%, 47.6%, 40.5%

로 가장 높았다(표 5-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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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업 희망 여부

예 아니요 총계

자녀의 적성과 선호 43.8 41.0 42.8(344)

직장의 작업 환경(편의 시설, 근무 시간, 
근무 조정 등)

23.4 23.0 23.3(187)

안정적인 고용유지 가능 여부 17.9  9.4 14.9(120)

임금 및 복리후생  1.5  5.4 2.9( 23)

접근성(집으로부터의 거리, 교통편 등) 11.6 15.8 13.1(105)

기타  1.7  5.4 3.0( 24)

전체 100.0(525) 100.0(278) 100.0(803)

〈표 5-1-12〉 취업 희망 여부에 따른 자녀 일자리 선택 시 고려 사항

(단위: %, 명)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자녀의 직업 생활은 낮 시간 동안의 보호 
차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5.4 17.3 22.7 18.7(167)

자녀의 직업 생활은 취업 전 준비인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5.7  4.4  5.2 4.8( 43)

자녀의 직업 생활은 평생교육(지속적인 
교육)의 일환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1.4  8.4 10.8 9.5( 85)

자녀의 직업 생활은 소득 활동을 포함한 
취업으로 이어져 자립적인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1.7 22.3 20.8 23.2(207)

자녀의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35.8 47.6 40.5 43.8(392)

전체
100.0
(123)

100.0
(502)

100.0
(269)

100.0
(894)

〈표 5-1-13〉 직업 생활 기대

(단위: %, 명)

자녀의 취업 경험에 따른 자녀의 직장생활에 대한 기대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45.5%가 직업이 자녀의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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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녀의 취업 경험에 따라서는 현재 취업 중이거나 과

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모두 직업에 대한 정부의 중요성 인식과 적극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각각 45.7%와 45.1%로 가장 높았다. 

구분

취업 경험

현재 
취업 중

과거 취업 
경험

총계

자녀의 직업 생활은 낮 시간 동안의 보호 
차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4.7 16.7 15.3( 56)

자녀의 직업 생활은 취업 전 준비인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6  9.8  4.6( 17)

자녀의 직업 생활은 평생교육(지속적인 교육)의 
일환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6.4  2.9  5.4( 20)

자녀의 직업 생활은 소득 활동을 포함한 
취업으로 이어져 자립적인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6 25.5 29.2(107)

자녀의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45.7 45.1 45.5(167)

전체 100.0(265) 100.0(102) 100.0(367)

〈표 5-1-14〉 취업 경험별 자녀의 직업 생활 기대

(단위: %, 명)

미래에 자녀가 일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따른 자녀의 직장생활에 

대한 기대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44.0%가 직업이 자녀의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

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거나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모두 직업에 대한 정부의 중요성 인식과 적극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각각 48.1%와 36.5%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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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업 희망 여부

예 아니요 총계

자녀의 직업 생활은 낮 시간 동안의 보호 차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2.8 31.3 19.4(169)

자녀의 직업 생활은 취업 전 준비인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4.3  6.1  4.9( 43)

자녀의 직업 생활은 평생교육(지속적인 교육)의 
일환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7.5 13.5  9.6( 84)

자녀의 직업 생활은 소득활동을 포함한 취업으로 이어져 
자립적인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7.4 12.6 22.1(193)

자녀의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48.1 36.5 44.0(384)

전체
100.0
(563)

100.0
(310)

100.0
(873)

〈표 5-1-15〉 취업 희망 여부에 따른 자녀의 직업 생활 기대

(단위: %, 명)

자녀의 직업 생활을 위해 취업 전 직업훈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

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

역사회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가 26.0%로 가장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에서 모두 ‘발달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가 각각 31.1%, 

26.5%, 2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1-16 참조).

다음으로 과거와 현재의 취업 경험에 따른 자녀의 직업 생활을 위해 취

업 전 직업훈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사

한 결과, 현재 취업 중인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

회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26,5%,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

회 내 직업재활시설 이용이 지금보다 더 쉽도록’ 20.9% 등의 순이었으

며, 과거에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의 

강화’ 23.8%,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의 강화’ 21.8% 등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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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표 5-1-17 참조).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31.1 26.5 22.7 26.0(229)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직업훈련이 
실시될 수 있는 시설의 확대

26.9 21.6 18.8 21.5(189)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 
시설(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지금보다 더 쉽도록(이용 자격의 변화)

16.0 19.8 18.5 18.9(166)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의 강화 19.3 17.6 22.3 19.2(169)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의 강화  6.7 13.0 14.2 12.5(110)

기타  0.0  1.6  3.5  1.9( 17)

전체
100.0
(119)

100.0
(501)

100.0
(260)

100.0
(880)

〈표 5-1-16〉 취업 전 직업훈련 중요 항목

(단위: %, 명)

구분

취업 경험

현재 
취업 중

과거 취업 
경험

총계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25.6 20.8  24.2( 87)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직업훈련이 실시 될 
수 있는 시설의 확대

18.2 15.8  17.5( 63)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지금보다 더 쉽도록(이용 자격의 변화)

20.9 15.8  19.5( 70)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의 강화 17.8 21.8  18.9( 68)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의 강화 16.3 23.8  18.4( 66)

기타  1.2  2.0   1.4(  5)

전체 100.0(258) 100.0(101) 100.0(359)

〈표 5-1-17〉 취업 경험별 취업 전 직업훈련 중요 항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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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미래에 자녀가 취업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녀

의 직업 생활을 위해 취업 전 직업훈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발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25.0%,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직업훈련이 실시될 수 있는 시설의 

확대’ 28.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취업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발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25.0%,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의 강화’ 20.1% 등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구분
 취업 희망 여부

예 아니요 총계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25.0 28.2 226( 26.2)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직업훈련이 실시 될 
수 있는 시설의 확대

22.0 19.8 183( 21.2)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지금보다 더 쉽도록(이용 자격의 변화)

19.1 18.5 163( 18.9)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의 강화 19.1 20.1 168( 19.5)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의 강화 13.7  9.7 106( 12.3)

기타  1.1  3.6  17(  2.0)

전체 555(100.0) 308(100.0) 863(100.0)

〈표 5-1-18〉 취업 희망 여부에 따른 취업 전 직업훈련 중요 항목

(단위: %, 명)

자녀의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발

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62.6%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도 마찬가지로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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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각각 65.8%, 

62.7%, 60.8%로 가장 높았다.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취업 알선 
체계 마련

12.0 13.3 14.4  13.5(119)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

65.8 62.7 60.8  62.6(553)

적정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 
개발

12.0  9.7 11.4  10.5( 93)

발달장애인의 취업 유도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강화(고용주 인센티브 강화 등)

 9.4 11.5  9.9  10.7( 95)

기타  0.9  2.8  3.4   2.7( 24)

전체
100.0
(117)

100.0
(504)

100.0
(263)

100.0
(884)

〈표 5-1-19〉 자녀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단위: %, 명)

자녀의 취업 경험에 따른 자녀의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취업 중인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59.0%, ‘적정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 개발’ 16.8% 등의 순이며, 과거에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51.0%, ‘발달장

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취업 알선 체계 마련’ 20.6% 등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표 5-1-20 참조). 

또한 미래에 자녀가 취업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따른 자녀의 취업

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자녀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모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각각 64.9%, 58.8%로 가장 높았다. 다음

으로 자녀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와 희망하는 경우 모두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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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위한 전문적인 취업 알선 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각각 13.5%와 

13.7%로 두 번째로 높게 응답하였다(표 5-1-21 참조).

구분

취업 경험

현재 
취업 중

과거 취업 
경험

총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취업 알선 체계 마련 12.9 20.6  15.1( 54)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 59.0 51.0  56.7(203)

적정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 개발 16.8  8.8  14.5( 52)

발달장애인의 취업 유도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강화(고용주 인센티브 강화 등)

 9.4 15.7  11.2( 40)

기타  2.0  3.9   2.5(  9)

전체
100.0
(256)

100.0
(102)

100.0
(358)

〈표 5-1-20〉 취업 경험별 자녀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단위: %, 명)

구분
 취업 희망 여부

예 아니요 총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취업 알선 체계 마련 13.5 13.7 13.6(117)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 64.9 58.8 62.7(541)

적정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 개발  9.3 11.5 10.1( 87)

발달장애인의 취업 유도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강화(고용주 인센티브 강화 등)

10.5 11.5 10.9( 94)

기타  1.8  4.5  2.8( 24)

전체 100.0(550) 100.0(313) 100.0(863)

〈표 5-1-21〉 자녀 취업 희망 여부에 따른 자녀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단위: %, 명)

취업한 이후에 자녀의 지속적인 직업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30.4%가 ‘취업 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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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의 확대와 강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하

였다. 자녀의 연령별로도 마찬가지로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의 

모든 연령에서 ‘취업 유지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의 확대

와 강화’가 각각 35.5%, 29.6%, 29.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9세 

이하에서는 ‘근무 시간, 작업 환경의 개인별 조정’ 26.4%, 20~29세와 

30세 이상에서는 ‘발달장애인 직원을 위한 고용주 인식 개선’이 각각 

22.2%, 22.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출퇴근 지원 강화 5.0 7.7 11.0   8.3( 72)

근로 지원인 지원 시간 확대(직장 내 
업무 지원 시간 확대)

3.3 3.6 6.7   4.5( 39)

직장생활을 위한 보조 기기(의사소통 
보조 기구, 사업장 내 담당 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 기기 등) 지원 확대

4.1 10.9 5.1   8.3( 72)

근무 시간, 작업 환경의 개인별 조정 26.4 21.6 19.6  21.7(189)

발달장애인 직원을 위한 고용주 인식개선 19.8 22.2 22.0  21.8(190)

취업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조 그룹 
혹은 모임의 확대

4.1 3.0 3.9   3.4( 30)

취업 유지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의 확대와 강화

35.5 29.6 29.4  30.4(265)

기타 1.7 1.4 2.4   1.7( 15)

전체
100.0
(121)

100.0
(496)

100.0
(255)

100.0
(872)

〈표 5-1-22〉 취업 후 직업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

(단위: %, 명)

자녀의 취업 경험에 따른 자녀의 취업 이후 지속적인 직업 유지를 위해

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현재 취업 중

이거나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대상 모두 ‘취업 유지를 위한 다양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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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정책적 지원의 확대와 강화’가 각각 38.7%, 28.2%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직원을 위한 고용주 인식 개선’이 각각 21.1%, 

21.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취업 경험

현재 
취업 중

과거 취업 
경험

총계

출퇴근 지원 강화 9.8 11.7 10.3( 37)

근로 지원인 지원 시간 확대(직장 내 업무 지원 시간 
확대)

4.7 8.7  5.8( 21)

직장생활을 위한 보조 기기(의사소통 보조 기구, 사업장 
내 담당 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 기기 등) 지원 확대

3.9 5.8  4.5( 16)

근무 시간, 작업 환경의 개인별 조정 17.6 17.5 17.5( 63)

발달장애인 직원을 위한 고용주 인식 개선 21.1 21.4 21.2( 76)

취업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조 그룹 혹은 모임의 확대 2.3 5.8  3.3( 12)

취업 유지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의 
확대와 강화

38.7 28.2 35.7(128)

기타 2.0 1.0  1.7(  6)

전체
100.0
(256)

28.5
(102)

100.0
(358)

〈표 5-1-23〉 취업 경험 유무에 따른 취업 후 직업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

(단위: %, 명)

자녀가 미래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따른 자녀가 취업한 이

후에 지속적인 직업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

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취업을 희망하거나 희망하지 않는 경우 모두 

‘취업 유지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의 확대와 강화’가 각

각 32.5%, 26.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근

무 시간, 작업 환경의 개인별 조정’이 22.7%,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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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발달장애인 직원을 위한 고용주 인식 개선’이 21.1%로 두 번

째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취업 희망 여부

예 아니요 총계

출퇴근 지원 강화  7.2 10.7  8.5( 72)

근로 지원인 지원 시간 확대(직장 내 업무 지원 시간 
확대)

 4.2  4.9  4.5( 38)

직장생활을 위한 보조 기기(의사소통 보조 기구, 사업장 
내 담당 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 기기 등) 지원 확대

 7.4 10.1  8.4( 71)

근무 시간, 작업 환경의 개인별 조정 22.7 20.5 21.9(186)

발달장애인 직원을 위한 고용주 인식 개선 22.0 21.1 21.6(184)

취업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조 그룹 혹은 모임의 확대  3.1  3.6  3.3( 28)

취업 유지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의 
확대와 강화

32.5 26.0 30.1(256)

기타  0.9  3.2  1.8( 15)

전체
100.0
(542)

100.0
(308)

100.0
(850)

〈표 5-1-24〉 취업 희망 여부에 따른 취업 후 직업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

(단위: %, 명)

자녀의 직업 생활 관련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변화

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전체 34.8%가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직업에 대한 통합적(학령기+성인기)이고 전문적인 개인별 직

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녀의 연령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19세 이하의 경우 ‘자

녀의 직업 생활이 학령기 학교(특수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 성인기에 이

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가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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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았고, 20∼29세에서는 ‘자녀의 직업 생활이 학령기 학교(특수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와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직업에 대한 통합

적(학령기+성인기)이고 전문적인 개인별 직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모두 34.1%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

으며, 30세 이상의 경우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직업에 대한 통합적(학

령기+성인기)이고 전문적인 개인별 직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

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자녀의 직업 생활이 학령기 
학교(특수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39.8 34.1 26.0 32.5(290)

학교(특수학교, 전공과) 수업 과정과 
지역사회 직업재활시설과 협력하여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직업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7.1 17.4 15.3 16.7(149)

단일화 기관(지정된 어떤 한 곳)을 통해 
자녀의 직업 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8.1 13.0 19.5 14.2(127)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직업에 대한 
통합적(학령기+성인기)이고 전문적인 
개인별 직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35.0 34.1 35.9 34.8(310)

기타  0.0  1.4  3.4  1.8( 16)

전체
100.0
(123)

100.0
(507)

100.0
(262)

100.0
(892)

〈표 5-1-25〉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 변화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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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의 취업 경험에 따른 자녀의 직업 생활 관련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변화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였

다. 그 결과, 현재 취업 중이거나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모두 ‘아동

기부터 성인기까지 직업에 대한 통합적(학령기+성인기)이고 전문적인 개

인별 직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가 각각 34.0%, 41.6%로 가장 높았다. 

구분

취업 경험

현재 
취업 중

과거 취업 
경험

총계

자녀의 직업 생활이 학령기 학교(특수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29.8 23.8 28.1(103)

학교(특수학교, 전공과) 수업 과정과 지역사회 
직업재활시설과 협력하여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직업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6.6 17.8 16.9( 62)

단일화 기관(지정된 어떤 한 곳)을 통해 자녀의 직업 
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18.1 14.9 17.2( 63)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직업에 대한 
통합적(학령기+성인기)이고 전문적인 개인별 직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34.0 41.6 36.1(132)

기타  1.5  2.0  1.6(  6)

전체
100.0
(265)

100.0
(101)

100.0
(366)

〈표 5-1-26〉 취업 경험별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 변화

(단위: %, 명)

자녀가 미래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따른 자녀의 직업 생활 

관련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변화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자녀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아동기부터 성인

기까지 직업에 대한 통합적(학령기+성인기)이고 전문적인 개인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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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가 36.8%

로 가장 높았고, 자녀의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자녀의 직업 생활

이 학령기 학교(특수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연속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의 비율이 32.9%로 가장 

높았다.

구분
 취업 희망 여부

예 아니요 총계

자녀의 직업 생활이 학령기 학교(특수학교)에서부터 시작
되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32.5 32.9 32.6(284)

학교(특수학교, 전공과) 수업 과정과 지역사회 직업재활
시설과 협력하여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직업 생
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5.8 18.8 16.9(147)

단일화 기관(지정된 어떤 한 곳)을 통해 자녀의 직업 생
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아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14.5 12.8 13.9(121)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직업에 대한 통합적(학령기+성인
기)이고 전문적인 개인별 직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36.8 31.0 34.7(302)

기타  0.4  4.5  1.8( 16)

전체
100.0
(557)

100.0
(313)

100.0
(870)

〈표 5-1-27〉 취업 희망 여부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 변화

(단위: %, 명)

자녀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면, 자녀가 몇 세까

지 일하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까지 희망한다는 비율이 

48.1%로 가장 높았다. 자녀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의 모든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이 각각 47.8%, 46.5%, 5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까지가 각각 41.6%, 39.1%, 42.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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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퇴직
희망 연령

30대  3.5  2.1  0.8  1.9( 16)

40대  7.1 12.3  5.4  9.6( 79)

50대 41.6 39.1 42.5 40.4(334)

60대 이상 47.8 46.5 51.2 48.1(397)

전체 100.0(113) 100.0(473) 100.0(240) 100.0(826)

〈표 5-1-28〉 취업 후 자녀의 퇴직 희망 연령

(단위: %, 명)

자녀의 취업 경험에 따른 자녀가 몇 세까지 일하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현재 취업 중이거나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모두 ‘60대 

이상’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각각 57.3%와 56.0%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50대’까지가 각각 34.3%, 36.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

났다. 

구분

취업 경험

현재 취업 중
과거 취업 

경험
총계

퇴직 희망 연령

30대  2.5  2.0  2.4(  8)

40대  5.9  6.0  5.9( 20)

50대 34.3 36.0 34.8(118)

60대 이상 57.3 56.0 56.9(193)

전체 100.0(239) 100.0(100) 100.0(339)

〈표 5-1-29〉 취업 경험별 취업 후 자녀의 퇴직 희망 연령

(단위: %, 명)

자녀가 미래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따른 자녀가 몇 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자녀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60대 

이상’이 52.9%로 가장 높았고,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50대’가 42.8%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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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업 희망 여부

예 아니요 총계

퇴직 희망 연령

30대  1.3  3.2  2.0( 16)

40대  6.5 15.9  9.8( 79)

50대 39.2 42.8 40.5(325)

60대 이상 52.9 38.2 47.7(383)

전체 100.0(520) 100.0(283) 100.0(803)

〈표 5-1-30〉 자녀 취업 희망 여부에 따른 취업 후 자녀의 퇴직 희망 연령

(단위: %, 명)

자녀의 적절한 직업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계속적인 취업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의 개발 및 지원 확대’가 전체 응답 중 34.4%로 가장 높았다. 자녀의 연령

별로는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모두 ‘계속적인 취업 유지를 위

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확대’가 각각 37.5%, 33.5%, 34.6%로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취업 전 훈련 확대’가 각각 23.3%, 29.1%, 26.6%

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표 5-1-31 참조).

다음으로 자녀의 취업 경험에 따른 자녀의 적절한 직업 생활을 위해 가

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현재 취업 중이

거나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대상 모두 ‘계속적인 취업 유지를 위한 다양

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확대’가 각각 42.6%와 38.8%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현재 취업 중인 경우에는 ‘취업 전 훈련 확대’가 26.7%,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 과정에서의 취업 알선과 업무 조정, 일자리 

개발, 고용주 인센티브 강화’가 21.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표 

5-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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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취업 전 훈련(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프로그램 등) 확대

23.3 29.1 26.6 27.6(243)

취업 과정에서의 취업 알선과 업무 조정, 
일자리 개발, 고용주 인센티브 강화

12.5 14.9 16.3 15.0(132)

계속적인 취업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확대

37.5 33.5 34.6 34.4(303)

학교에서부터 지역사회로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15.0  9.2  9.1 10.0( 88)

직업 생활 관련 개인별 직업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이행

11.7 12.2 11.0 11.8(104)

기타  0.0  1.0  2.3  1.2( 11)

전체
100.0
(120)

100.0
(498)

100.0
(263)

100.0
(881)

〈표 5-1-31〉 직업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구분

취업 경험

현재 
취업 중

과거 취업 
경험

총계

취업 전 훈련(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프로그램 등) 
확대

26.7 20.4 24.9( 90)

취업 과정에서의 취업 알선과 업무 조정, 일자리 개발, 
고용주 인센티브 강화

18.2 21.4 19.1( 69)

계속적인 취업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확대

42.6 38.8 41.6(150)

학교에서부터 지역사회로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3.1 4.9  3.6( 13)

직업 생활 관련 개인별 직업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이행 8.5 13.6 10.0( 36)

기타 0.8 1.0  0.8(  3)

전체
100.0
(258)

100.0
(103)

100.0
(361)

〈표 5-1-32〉 취업 경험에 따른 자녀의 직업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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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래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따른 자녀의 직업 생활

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자녀가 취업을 희망

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취업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확대’ 36.3%, ‘취업 전 훈련(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프로그램 등) 확

대’ 26.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 

전 훈련(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프로그램 등) 확대’ 30.5%, ‘계속적

인 취업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확대’ 30.2% 등의 순으

로 조사되었다. 

구분
 취업 희망 여부

예 아니요 총계

취업 전 훈련(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프로그램 등) 확대 26.8 30.5 28.1(241)

취업 과정에서의 취업 알선과 업무 조정, 일자리 개발, 
고용주 인센티브 강화

16.6 11.1 14.7(126)

계속적인 취업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확대

36.3 30.2 34.1(293)

학교에서부터 지역사회로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8.1 13.1  9.9( 85)

직업 생활 관련 개인별 직업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이행 11.6 12.5 11.9(102)

기타  0.5  2.6  1.3( 11)

전체
100.0
(553)

100.0
(305)

100.0
(858)

〈표 5-1-33〉 취업 희망에 따른 자녀의 직업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다.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자녀가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연령별로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수학교에 부설로 설

치된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경험은 30세 이상 18.9%, 20~29세 18.6% 



제5장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  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에 부설로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은 20~29

세에서만 5.4%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모든 연령대에서 대학 부설

로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은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장애

인복지관에 부설로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은 여타 다른 평생교육기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 이용률이 높으며, 그중에서도 20~29세가 43.1%로 가

장 높았다. 또한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원(센터)도 다른 평생교육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19세 

이하가 21.8%로 가장 높았다. 그 외 공공기관이나 도서관, 문화센터, 주

민자치센터 등의 시설에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경험도 19세 이하

가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분
연령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특수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있음 11.3 18.6 18.9  17.7(156)

없음 88.7 81.4 81.1  82.3(724)

전체 100.0(115) 100.0(500) 100.0(265) 100.0(880)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있음  3.5  5.4  3.2   4.5( 38)

없음 96.5 94.6 96.8  95.5(812)

전체 100.0(113) 100.0(484) 100.0(253) 100.0(850)

장애인복지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있음 30.0 43.1 39.6  40.3(358)

없음 70.0 56.9 60.4  59.7(530)

전체 100.0(120) 100.0(508) 100.0(260) 100.0(888)

시도/시군구/읍면동 
평생학습기관

있음  5.3  9.2  9.7   8.8( 74)

없음 94.7 90.8 90.3  91.2(768)

전체 100.0(114) 100.0(480) 100.0(248) 100.0(842)

〈표 5-1-34> 평생교육기관 이용 경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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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장애인복지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46.3%, ‘특수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24.8%, ‘별도

의 장애인평생교육원(센터)’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

는 평생교육기관을 자녀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 20∼29세, 30

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장애인복지관 부설 평생교육기관’을 각각 

34.9%, 48.0%, 47.9%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을 선호한다는 비율도 각각 28.3%, 22.8%, 26.9% 등

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표 5-1-35 참조).

발달장애인 자녀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개인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 25.4%, ‘직업 적응 및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3.1%,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개인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각각 

22.5%, 24.0%, 2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9세 이하와 20∼29

세는 ‘직업 적응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각각 18.6%, 

구분
연령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공공기관이나 
시설(도서관,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있음 14.9 12.6  5.9  10.9( 93)

없음 85.1 87.4 94.1  89.1(758)

전체 100.0(114) 100.0(484) 100.0(253) 100.0(851)

사설 기관(백화점, 마트 
등)의 평생교육기관

있음  6.2  5.7  1.6   4.5( 38)

없음 93.8 94.3 98.4  95.5(802)

전체 13.5(113) 56.8(477) 29.8(250) 100.0(840)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원(센터)

있음 21.8 15.0 13.0  15.3(132)

없음 78.2 85.0 87.0  84.7(728)

전체 100.0(119) 100.0(488) 100.0(253) 100.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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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30세 이상은 ‘대인관계 향상

을 위한 프로그램’이 11.2%로 두 번째로 높았다(표 5-1-36 참조).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특수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28.3 22.8 26.9 24.8(199)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3.8  6.1  5.5  5.6( 45)

장애인복지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34.9 48.0 47.9 46.3(372)

시도/시군구/읍면동 평생학습기관(관)  3.8  4.3  3.8  4.1( 33)

공공기관이나 시설(도서관,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4.7  7.6  3.4  6.0( 48)

사설 기관(백화점, 마트 등)의 
평생교육기관

 0.0  0.4  0.0  0.2(  2)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원(센터) 24.5 10.7 12.6 13.1(105)

전체
100.0
(106)

100.0
(460)

100.0
(238)

100.0
(804)

〈표 5-1-35〉 선호하는 평생교육기관

(단위: %, 명)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개인 생활(위생, 정리정돈, 위험 대처, 
성 의식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22.5 24.0 29.3  25.4(205)

가정생활(가족 이해, 주거생활, 성 
역할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2.9  6.7  8.3   6.7( 54)

지역사회 생활(이동, 시설 이용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3.9  6.7  6.2   6.2( 50)

질병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1.0  3.2  5.0   3.5( 28)

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2.0  5.2  7.9   5.6( 45)

대인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4.7 13.4 11.2  12.9(104)

〈표 5-1-36〉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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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프로그램 통합과 관련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비장애

인 평생교육기관에서 함께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인 ‘다

소 그러함’(22.8%)과 ‘매우 그러함’(19.1%)의 비율이 전체의 41.9%로, 

필요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 범주인 ‘전혀 그렇지 않음’(14.7%)과 ‘별

로 그렇지 않음’(19.6%)의 34.5%보다 높았다. 또한 전체의 82.0%가 별

도의 장애인 평생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46.8%(다소 그러함 33.9%, 매우 그러함 12.9%)가 평생교육 프

로그램의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이 일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

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67.4%(다소 

그러함 28.4%, 매우 그러함 39.0%)를 차지했다. 셋째, 평생교육 프로그

램의 이용 시간과 관련하여 전일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긍정적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9.8  6.9  5.0   6.7( 54)

한글 해득(읽기, 쓰기 등) 프로그램  2.0  1.3  2.5   1.7( 14)

초등 및 중등 학력 검정 프로그램  0.0  0.0  0.4   0.1(  1)

직업 적응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8.6 13.8  9.5  13.1(106)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2.9  1.7  1.7   1.9( 15)

인문학적 소양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1.0  0.0  0.4   0.2(  2)

일반 교양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0.0  0.2  0.0   0.1(  1)

여가 스포츠 프로그램 13.7 11.2  7.0  10.3( 83)

문화예술 프로그램  2.0  2.6  1.7   2.2( 18)

인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0.0  1.1  0.8   0.9(  7)

사회 활동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2.9  1.9  3.3   2.5( 20)

전체 100.0(102) 100.0(463) 100.0(242) 1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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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68.1%를 차지하였고, 또한 이용 기간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43.9%가 이용 기간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넷째, 전문 인력

과 관련하여 89.9%가 장애인 평생교육사의 별도 양성에 긍정적인 응답

을 하였고, 특수교사 등 전문직의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

답이 91.2%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서와 관련하여 86.6%

가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도교육청에 장애인을 위한 부서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발달장애인 행정부서는 87.1%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전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비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서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14.7 19.6 23.9 22.8 19.1
100.0
(900)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2.2 4.0 11.8 23.2 58.8
100.0
(918)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익자 
부담도 일부 있어야 한다

11.5 13.8 28.0 33.9 12.9
100.0
(898)

국가와 지자체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소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3.7 7.7 21.2 28.4 39.0
100.0
(911)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전일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3.5 7.8 20.5 28.9 39.2
100.0
(906)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기간을 
정해야 한다

21.8 14.5 19.9 23.8 20.1
100.0
(901)

장애인 평생교육사가 별도로 양성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1.0 2.1 7.0 21.6 68.3
100.0
(902)

평생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사나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등이 
배치되어야 한다

0.9 1.2 6.7 17.7 73.5
100.0
(920)

〈표 5-1-37〉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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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강

자녀의 평소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통’ 

47.6%, ‘좋음’ 3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모두 ‘보통’이라는 비율이 각각 38.6%, 45.4%, 

5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좋다’는 비율이 각각 42.5%, 34.1%, 

21.8%를 차지하였다.  

구분
자녀 건강 상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총계

19세 이하 5.5 42.5 38.6 12.6 0.8
100.0
(127)

20∼29세 9.3 34.1 45.4 10.2 0.9
100.0
(537)

30세 이상 3.2 21.8 56.7 15.8 2.5
100.0
(284)

전체
7.0
(66)

31.5
(299)

47.9
(454)

12.2
(116)

1.4
(13)

100.0
(948)

〈표 5-1-38〉 발달장애인 건강 상태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전체

비장애인을 위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도교육청에 
장애인을 위한 부서가 확충되어야 한다

1.8 2.9 8.7 21.2 65.4
100.0
(90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행정부서(예, 국립특수교육원 중심)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

1.1 2.1 9.7 19.6 67.5
100.0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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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체형에 대해서는 ‘약간 비만’(34.0%)이나 ‘매우 비만’(20.4%)

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의 54.4%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30세 

이상에서 약간 비만 또는 매우 비만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62.9%로 20

∼29세의 50.5%보다 10% 이상 높았다.

구분

자녀 체형

매우 
마른 편

약간
마른 편

보통
약간
비만

매우
비만

총계

19세 이하 4.0 14.3 29.4 34.1 18.3
100.0
(126)

20∼29세 5.2 12.0 32.3 30.5 20.0
100.0
(535)

30세 이상 5.7 9.9 21.6 40.6 22.3
100.0
(283)

전체
5.2
(49)

11.7
(110)

28.7
(271)

34.0
(321)

20.4
(193)

100.0
(944)

〈표 5-1-39〉 발달장애인 체형

(단위: %, 명)

자녀가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9.7%로 경험이 있다는 응답 40.3%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시도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각각 66.7%, 61.0%, 54.0%로 가장 높았고, 

또한 다이어트 시도 경험은 30세 이상이 46.0%로 시도 경험이 없는 19

세 이하 33.3%보다 13%가량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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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도 경험

예 아니요 총계

19세 이하 33.3 66.7 100.0(126)

20∼29세 39.0 61.0 100.0(526)

30세 이상 46.0 54.0 100.0(272)

전체 40.3(372) 59.7(552) 100.0(924)

〈표 5-1-40〉 다이어트 시도 경험

(단위: %, 명)

최근 1년 동안 자녀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각각 85.8%, 

81.0%, 80.4%로 운동하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30세 이상에서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분
운동 수행

예 아니요 총계

19세 이하 85.8 14.2 100.0(127)

20∼29세 81.0 19.0 100.0(531)

30세 이상 80.4 19.6 100.0(281)

전체 81.5(765) 18.5(174) 100.0(939)

〈표 5-1-41〉 최근 1년 건강관리 운동 수행 여부

(단위: %, 명)

자녀가 운동하는 주기는 전체적으로 ‘주 3회 이상’ 31.2%, ‘주 2회’ 

21.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연령별로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주 3회 이상’이 각각 37.6%, 30.9%, 2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9세 이하와 30세 이상은 ‘주 2회’가 각각 

29.4%, 22.3%, 20~29세는 ‘거의 매일’ 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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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거의 매일 13.8 22.4 20.5 20.6(156)

주 3회 이상 37.6 30.9 28.6 31.2(236)

주 2회 29.4 19.1 22.3 21.5(163)

주 1회 12.8 15.6 11.2 13.9(105)

월 1∼2회  2.8  6.4  9.4  6.7( 51)

월 1회 미만 또는 1년 10회 이내  3.7  5.7  8.0  6.1( 46)

전체 100.0(109) 100.0(424) 100.0(224) 100.0(757)

〈표 5-1-42〉 운동 주기

(단위: %, 명)

자녀가 주로 운동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에서 운동한다는 비율이 31.6%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복지관 체육 시설’에서 한다는 비율도 31.0%로 높게 나타났다. 연

령별로는 운동 장소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19세 이하는 ‘복지관 

체육 시설’의 비율이 38.7%로 가장 높았고, 20∼29세와 30세 이상은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비율이 각각 32.8%와  36.7%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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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집안 10.4 11.6 14.9  12.4( 93)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16.0 32.8 36.7  31.6(236)

복지관 체육 시설 38.7 30.9 27.6  31.0(232)

장애인 단체나 시설 내 강당 등 12.3  5.7  8.1   7.4( 55)

상업 스포츠 시설 12.3 12.1  7.7  10.8( 81)

근처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내 
체육 시설

 6.6  3.3  4.5   4.1( 31)

기타  3.8  3.6  0.5   2.7( 20)

전체 100.0(106) 100.0(421) 100.0(221) 100.0(748)

〈표 5-1-43〉 운동 장소

(단위: %, 명)

자녀가 치아나 틀니 그리고 잇몸 등 치과의 문제로 인해서 음식을 씹는 

데 얼마나 불편한지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 19세 이하와 20∼29세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비율이 각각 43.2%, 36.4%로 가장 높았고, 30세 

이상은 ‘보통’과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비율이 모두 22.7%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30세 이상에서는 불편(21.6%)하거나 매우 불편(11.7%) 

등 치아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비율도 33.3%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불편한 정도

매우불편 불편 보통
별로 불편
하지 않음

전혀 불편
하지 않음

총계

19세 이하 5.6 12.0 13.6 25.6 43.2 100.0(125)

20∼29세 3.2 12.0 23.3 25.0 36.4 100.0(527)

30세 이상 11.7 21.6 22.7 21.3 22.7 100.0(282)

전체
6.1
(57)

14.9
(139)

21.8
(204)

24.0
(224)

33.2
(310)

100.0
(934)

〈표 5-1-44〉 치아 등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 데 불편한 정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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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장애 상태나 건강 상태에 대해 평소 상의하거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 의사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정 의사가 없다는 

비율이 61.4%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로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지정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65.4%, 59.6%, 

63.0% 등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분
지정 의사 유무

예 아니요 총계

19세 이하 34.6 65.4 100.0(127)

20∼29세 40.4 59.6 100.0(532)

30세 이상 37.0 63.0 100.0(281)

전체 38.6(363) 61.4(577) 100.0(940)

〈표 5-1-45〉 지정 의사 유무

(단위: %, 명)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지

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비율이 74.3%로 매우 높

았으며,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연령층에서 가지 못했다는 비율이 76.4%

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분
가지 못한 경험

예 아니요 총계

19세 이하 23.6 76.4 100.0(127)

20∼29세 24.5 75.5 100.0(526)

30세 이상 29.0 71.0 100.0(272)

전체 25.7(238) 74.3(687) 100.0(925)

〈표 5-1-46〉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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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최근 1년 동안 자녀 본인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자녀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서 가지 못했다는 비율이 전체의 3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인 이유로 가지 못했다는 비율도 14.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세 이

하, 20∼29세, 30세 이상 모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가지 못했다

는 비율이 각각 25.0%, 33.0%, 3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9세 

이하와 30세 이상은 ‘경제적인 이유로’가지 못했다는 비율이 각각 20.8%

와 16.4%로 나타난 반면, 20∼29세는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로 인하여’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비율이 21.7%로 두 번째로 높게 나

타났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자녀의 병의원 방문을 기피하게 만드는 가

장 큰 요인이 병의원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경제적인 이유로 20.8 11.3 16.4 14.2( 30)

병의원 등에 예약을 하기 힘들어서 4.2 4.3 5.5 4.7( 10)

교통편이 불편해서 0.0 1.7 4.1 2.4(  5)

병의원 등에 갈 시간이 없어서 4.2 10.4 9.6 9.4( 20)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16.7 5.2 2.7 5.7( 12)

증상이 가벼워서 0.0 0.9 5.5 2.4(  5)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로 인하여

12.5 21.7 8.2 16.0( 34)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25.0 33.0 38.4 34.0( 72)

기타 16.7 11.3 9.6 11.3( 24)

전체
100.0

(24)
100.0
(115)

100.0
(73)

100.0(212)

〈표 5-1-47〉 최근 1년 동안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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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건강 유지 및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

인지 분석한 결과, 자녀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의 요구가 전체의 

4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비만클리닉 설치에 

대한 요구가 12.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와 

20~29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이 각각 33.9%, 44.4%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각각 18.5%, 

12.1%로 높게 나타났다. 30세 이상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44.3%, 

‘발달장애인을 위한 비만 클리닉 설치’ 13.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33.9 44.4 44.3 43.0(395)

발달장애인을 위한 비만 클리닉 설치 15.3 10.9 13.2 12.2(112)

의료진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확대 7.3 7.7 4.4 6.6( 61)

발달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및 
지식 제공

0.8 2.9 3.7 2.8( 26)

건강 유지 관련 부모 교육 및 상담 제공 2.4 1.1 1.1 1.3( 12)

복지관 등에서의 운동 프로그램 확대 7.3 5.9 7.3 6.5( 60)

발달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헬스 
트레이너, 재활체육 전문가 등) 양성

18.5 12.1 7.7 11.6(107)

보건소에서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 0.8 0.8 1.1 0.9(  8)

주치의(단골의사) 제도 도입 3.2 7.1 7.3 6.6( 61)

발달장애인 특화 서비스(치과, 여성 전문 
등) 확대

9.7 7.1 9.5 8.2( 75)

기타 0.8 0.0 0.4 0.2(  2)

전체
100.0
(124)

100.0
(522)

100.0
(273)

100.0
(919)

〈표 5-1-48〉 발달장애인 건강 유지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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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거

자녀의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

과,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41.0%가 자녀의 일상생활 가능 정도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자녀와 함께 살았으면 하는 사람’ 19.2%, ‘주거지의 

물리적 안전과 편의’ 18.1%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연령별로도 19세 이

하, 20~29세, 30세 이상 모두 ‘자녀의 일상생활 가능 정도’가 각각 

47.6%, 40.5%, 39.0%로 가장 높았다.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자녀의 일상생활 가능 정도 47.6 40.5 39.0 41.0(378)

자녀와 함께 살았으면 하는 사람 15.9 19.1 21.0 19.2(177)

주거지의 물리적 안전과 편의 15.1 18.7 18.4 18.1(167)

주거지 선택에 필요한 소요 비용  6.3  5.2  9.2  6.5( 60)

주거지 주변의 지역사회 환경  9.5 12.0  6.6 10.1(93)

지원 인력  4.0  4.4  4.4  4.3( 40)

기타  1.6  0.2  1.5  0.8(  7)

전체
100.0
(126)

100.0
(524)

100.0
(272)

100.0
(922)

〈표 5-1-49〉 자녀 주거지 선택 시 고려 사항

(단위: %, 명)

자녀의 주거를 독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주거 독립 

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73.0%로 계획이 있다는 비율 27.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도 주거를 독립할 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모두에서 각각 62.9%, 73.9%, 76.0%로 주거 독립 

계획이 있다는 비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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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거 독립 계획 유무

예 아니요 총계

19세 이하 37.1 62.9 100.0(124)

20∼29세 26.1 73.9 100.0(517)

30세 이상 24.0 76.0 100.0(267)

전체 27.0(245) 73.0(663) 100.0(908)

〈표 5-1-50〉 자녀 주거 독립 계획 유무

(단위: %, 명)

자녀의 주거 독립 계획과 함께 주거 독립에 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인 84.0%가 관련 교육을 이

수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주거 독립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없다는 응답률이 각각 89.1%, 83.7%, 81.0%로 매우 높았다.

구분
주거 독립 교육 수령 여부

예 아니요 총계

19세 이하 10.9 89.1 100.0(46)

20∼29세 16.3 83.7 100.0(135)

30세 이상 19.0 81.0 100.0(63)

전체 16.0(39) 84.0(205) 100.0(244)

〈표 5-1-51〉 자녀 연령별 자녀 주거 독립을 위한 별도 교육 수령 여부

(단위: %, 명)

앞으로 자녀가 어떠한 주거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의 40.3%가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살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1.4%는 가정과 유사한 형태인 ‘공동생활가정’이

었다. 연령별로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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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거주하는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비율이 각각 38.4%, 23.1%, 

41.0%, 39.9%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

래에도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살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이에 못지않게 현재 주거지의 대안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

홈)’(31.4%), ‘자립해서 일반 주택’(13.1%), ‘장애인 거주 시설’(6.6%) 등

에 대한 욕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자립해서  일반 주택 18.4 12.5 12.0 13.1(121)

공동생활가정(그룹홈) 33.6 31.7 29.7 31.4(289)

장애인  거주 시설 2.4 6.7 8.3 6.6( 61)

요양보호시설 0.0 1.0 2.9 1.4( 13)

형제자매  등 친척의 집 4.0 5.0 3.6 4.5( 41)

현재  거주하는 집 38.4 41.0 39.9 40.3(371)

기타 3.2 2.1 3.6 2.7( 25)

전체 100.0(125) 100.0(520) 100.0(276) 100.0(921)

〈표 5-1-52〉 희망 자녀 주거 유형

(단위: %, 명)

주거 유형과 함께 미래에 자녀가 함께 살았으면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분석한 결과, ‘부모’ 56.1%, ‘친구나 동료와 거주’ 19.1%, ‘결혼 등으로 

새 가족과 거주’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에 희망하는 동

거인으로 부모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

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자녀와 함께 지내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와 20~29세는 부모 외에 ‘친구나 동료’

가 각각 19.7%와 20.3%로 나타났고, 30세 이상은 ‘결혼 등으로 새 가족’

이 18.2%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결혼 등에도 관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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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단독(독신)  1.6  2.5  1.8   2.2( 20)

부모와  거주 60.7 56.4 53.6  56.1(518)

결혼 등으로 새 가족과 거주 15.6 15.2 18.2  16.1(149)

친구나  동료와 거주 19.7 20.3 16.4  19.1(176)

기타  2.5  5.6 10.0   6.5( 60)

전체 100.0(122) 100.0(521) 100.0(280) 100.0(923)

〈표 5-1-53〉 희망하는 자녀 동거인

(단위: %, 명)

향후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주거 유형으로는 ‘분리된 

공동체 주택16)’이 전체의 35.3%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는 ‘분리된 공동체 주택’ 36.0%, ‘그

룹홈’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9세에서도 동일하게 ‘분리된 

공동체 주택’ 37.4%, ‘그룹홈’ 18.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30세 이상은 ‘분리된 공동체 주택’(31.0%) 다음으로 ‘최소한의 지원이 되

는 거주 시설’(20.1%)을 선호하였다(표 5-1-54 참조). 

앞서 살펴본 자녀를 위한 주거 독립 계획의 수립 유무에 따른 향후 성

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주거 유

형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거 독립 계획의 수립 유무와 관계

없이 ‘분리된 공동체 주택’을 각각 31.5%와 36.9%로 가장 선호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 ‘그룹홈‘을 20.3%, 16.0%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55 참조). 

16)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리 및 계획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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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분리된 공동체 주택 36.0 37.4 31.0 35.3(324)

요양보호시설  1.6  2.7  4.4  3.1( 28)

단기보호시설  1.6  3.7  4.4  3.6( 33)

그룹홈 15.2 18.1 17.5 17.5(161)

최소한의 지원이 되는 거주 시설 13.6 13.9 20.1 15.7(144)

독립형 그룹주택 13.6  9.8  7.7  9.7( 89)

독립형 단독주택 12.8  8.5  8.8  9.2( 84)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집중지원시설  4.0  5.4  4.4  4.9( 45)

기타  1.6  0.6  1.8  1.1( 10)

전체
100.0
(125)

100.0
(519)

100.0
(274)

`100.0
(918)

〈표 5-1-54〉 우선 도입되어야 할 주거 유형

(단위: %, 명)

구분
주거 독립 계획 유무

예 아니요 총계

분리된 공동체 주택 31.5 36.9  35.4(313)

요양보호시설  2.5  3.4   3.2( 28)

단기보호시설  1.7  4.2   3.5( 31)

그룹홈 20.3 16.0  17.1(522)

최소한의 지원이 되는 거주 시설 16.6 15.2  15.6(138)

독립형 그룹주택 11.2  9.3   9.8( 87)

독립형 단독주택 11.2  8.6   9.3( 82)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집중지원시설  3.3  5.4   4.9( 43)

기타  1.7  0.9   1.1( 10)

전체 100.0(241) 100.0(643) 100.0(884)

〈표 5-1-55〉 주거 독립 계획 수립 유무별 우선 도입되어야 할 주거 유형

(단위: %, 명)



제5장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  23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주거 지원 프로그램들 가운데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32.%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를 가장 필요하다고 하

였고, 다음으로 ‘주거비 보조’ 14.3%, ‘주택구입자금 저리 융자’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9세 이하는 ‘영구임

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27.6%,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17.1%, ‘장기전세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13.8% 등의 순으로, 20∼29세

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32.2%, ‘주거비 보조’ 16.9%, ‘주택

구입자금 저리 융자’ 12.5% 등의 순으로, 그리고 30세 이상은 ‘영구임대

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34.8%, ‘주택구입자금 저리 융자’ 15.2%, ‘장기

전세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12.1%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분
연령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주택구입자금 저리 융자 12.2 12.5 15.2 13.3(119)

전세금 저리 융자  0.8  1.8  1.1 1.4( 13)

주거비 보조  8.9 16.9 11.7 14.3(128)

주택 개조 비용 보조 및 농어촌 주택 개조
지원

 4.1  4.5  1.1 3.5( 31)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27.6 32.2 34.8 32.3(290)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17.1  8.4 10.6 10.3( 92)

장기전세주택(Shift 등) 입주 우선권 부여 13.8  9.4 12.1 10.8( 97)

다가구매입주택 우선권 부여  2.4  2.0  0.8 1.7( 15)

기존 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4.1  1.4  1.5 1.8( 16)

〈표 5-1-56〉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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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 지원프로그램들 가운데 

주거 독립 계획의 수립 여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주거 독립 계획의 수립 유무와 관계없이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를 각각 32.6%와 31.8%로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주거 독립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장기전세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12.7%)를, 반면에 주거 독립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는 ‘주택구

입자금 저리 융자’(13.5%)를 두 번째로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다.

자녀가 과거에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분

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2.0%가 거주 시설에 거주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연령별 거주 경험은 19세 이하 1.6%, 

20~29세 5.9%, 30세 이상 15.1%로 연령이 많을수록 거주 경험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연령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저소득중중장애인 전세주택 입주권 부여  2.4  1.8  1.9 1.9( 17)

일반분양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3.3  6.9  3.4 5.4( 48)

국민임대주택 거주 시 편의시설 무료 설치  2.4  2.0  3.8 2.6( 23)

간단한 주택 관리 및 집수리(전구교환, 
집수리 등)

 0.0  0.2  0.0 0.1(  1)

개조 및 주거 이동에 대한 정보 제공  0.8  0.2  1.9 0.8(  7)

전체
100.0
(123)

100.0
(510)

100.0
(264)

100.0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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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거 독립 계획 유무

예 아니요 총계

주택구입자금 저리 융자 11.9 13.5 13.1(113)

전세금 저리 융자  0.8  1.6 1.4( 12)

주거비 보조 16.5 13.9 14.6(126)

주택 개조 비용 보조 및 농어촌 주택 개조지원  4.2  3.3 3.6( 31)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32.6 31.8 32.1(277)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8.9 10.5 10.1( 87)

장기전세주택(Shift 등) 입주 우선권 부여 12.7 10.0 10.8( 93)

다가구매입주택 우선권 부여  1.7  1.6 1.6( 14)

기존 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1.3  2.1 1.9( 16)

저소득중중장애인 전세주택 입주권 부여  0.4  2.5 2.0( 17)

일반분양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4.7  6.1 5.7( 49)

국민임대주택 거주 시 편의시설 무료 설치  3.4  2.1 2.4( 21)

간단한 주택관리 및 집수리(전구 교환, 집수리 
등)

 0.0  0.2 0.1(  1)

개조 및 주거 이동에 대한 정보 제공  0.8  0.8 0.8(  7)

전체 100.0(236) 100.0(628) 100.0(864)

〈표 5-1-57〉 주거 독립 계획 수립 유무별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단위: %, 명)

구분
거주 경험

예 아니요 총계

19세 이하 1.6 98.4 100.0(125)

20∼29세 5.9 94.1 100.0(529)

30세 이상 15.1 84.9 100.0(278)

전체 8.0(75) 92.0(857) 100.0(932)

〈표 5-1-58〉 거주 시설 거주 경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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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4점 척도(전

혀 중요하지 않음(1)~매우 중요함(4))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이 3.66점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문항들이 주거 지원 시 고려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가 평균 3.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평균 3.86점, ‘부모 사후에 대한 대비책이

어야 한다’ 평균 3.84점,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와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한다’ 모두 평균 3.7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경증과 중증으로 이원화해야 한다 3.21 0.89

부모 사후에 대한 대비책이어야 한다 3.84 0.49

자립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3.66 0.63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3.79 0.52

다양한 주거 유형의 도입이 필요하다 3.62 0.64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한다 3.79 0.48

개인별 지원 계획에 주거 계획이 있어야 한다 3.69 0.56

주거 서비스는 당사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3.46 0.68

주거 형태보다는 그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3.67 0.57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 3.66 0.62

현재 주로 이용하는 복지기관(예. 복지관)에서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23 0.87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3.86 0.41

장애인 당사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3.90 0.37

장애인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보장이 최우선이다 3.71 0.55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주거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3.80 0.51

전체 3.66 0.36

〈표 5-1-59〉 주거 지원 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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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족 지원

가족들이 발달장애인 자녀를 평일에 직접 돌보는 시간이 하루 중 얼마

나 되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시간 이상~10시간 미만’ 돌본

다는 비율이 3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시간 미만’ 24.9%, ‘15시

간 이상~20시간 미만’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와 20~29세의 경우 ‘5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이 각각 41.1%

와 32.0%로 가장 높은 반면, 30세 이상은 그보다 적은 ‘5시간 미만’이 

3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평일
자녀

돌보는 
시간

돌보지 않음  0.9  2.5  3.0  2.4( 20)

5시간 미만 14.3 24.0 32.2 24.9(207)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41.1 32.0 27.8 32.0(266)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21.4 14.8 15.7 15.9(132)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18.8 22.5 18.3 20.8(173)

20시간 이상  3.6  4.3  3.0  3.9( 32)

전체 100.0(112) 100.0(488) 100.0(230) 100.0(830)

〈표 5-1-60〉 평일 자녀를 돌보는 시간

(단위: %, 명)

다음으로 주말에 발달장애인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은 평균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 주말에 20시간 이상 직접 돌본다는 비율이 3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시간 이상∼15시간 미만’이 19.2%로 높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평균 시간으로 살펴보면, 평일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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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시간, 주말 및 공휴일은 하루 평균 14.9시간으로 나타나 주말에는 자

녀를 돌보기 위해 평일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20시간 

이상 돌본다는 비율이 각각 41.2%, 39.8%, 37.6%로 평일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주말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말에 

자녀를 돌봐 주는 사회 서비스의 부족과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

로그램, 활동 등의 부재 때문으로 추정된다.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주말
자녀

돌보는 
시간

돌보지 않음  0.9  2.5  0.9   1.8( 15)

5시간 미만  5.3  9.9 18.1  11.5( 93)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4.0 14.7 16.7  15.1(123)

1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21.1 19.9 16.7  19.2(156)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17.5 13.2 10.0  12.7(105)

20시간 이상 41.2 39.8 37.6  39.4(320)

전체 100.0(114) 100.0(477) 100.0(221) 100.0(812)

〈표 5-1-61〉 주말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시간

(단위: %, 명)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 가족이 겪는 돌봄 부담감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약간 부담된다는 비율이 전체 37.0%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

령대에서 약간 부담된다는 비율이 각각 38.9%, 37.6%, 35.1%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많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연령별로 각각 31.7%, 28.0%, 

28.4%로 높게 나타나는 등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족

이 느끼는 돌봄 부담감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돌봄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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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구분

돌봄 부담감

전혀
부담 안 됨

별로
부담 안 됨

약간
부담됨

많이
부담됨

매우
부담됨

총계

19세 이하 4.8  9.5 38.9 31.7 15.1
100.0
(126)

20∼29세 6.7 18.9 37.6 28.0  8.8
100.0
(535)

30세 이상 9.2 18.8 35.1 28.4  8.5
100.0
(282)

전체 7.2(80) 17.6(166) 37.0(349) 28.6(270) 9.5(90)
100.0
(943)

〈표 5-1-62〉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감

(단위: %, 명)

반드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봄으로 인해

서 최근 1년 이내에 하지 못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친인척 경조사 및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 또는 지인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23.6%로 높았다. 자녀의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의 경우 ‘친구 또는 지인

의 경조사 모임 참석’이 3.9%로 가장 높았고, 20∼29세와 30세 이상은 

모두 ‘친인척 경조사 및 모임 참석’이 14.7%와 7.7%로 가장 높았다(표 

5-1-63 참조).

가족을 대신하여 평일에 활동 보조인, 돌보미 등의 외부 인력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평균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 결과, ‘5시간 이상∼10시간 미

만’이 5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시간 미만’ 24.2% 순으로 조사되

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의 경우 ‘5시간 미만’이 43.5%로 가장 높았

고, 20∼29세와 30세 이상에서는 ‘5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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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60.3%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 결과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이 

청소년 발달장애인보다 외부 인력에 자녀의 돌봄을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표 5-1-64 참조).

구분

돌봄 부담감

가족의 병원 
치료 및 

간병

친인척 
경조사 및 
모임 참석

비장애 형제 
자매의 중요

행사

친구 또는 
지인의 
경조사

가족
여행

총계

19세 이하  3.0  3.4 1.9  3.9 2.1 14.4(209)

20∼29세 11.5 14.7 7.0 13.5 9.5 56.3(814)

30세 이상  5.4  7.7 3.7  6.2 6.4 29.3(424)

전체 20.0(289) 25.8(373) 12.6(183) 23.6(341)
18.0
(261)

100.0
(1,447)

〈표 5-1-63〉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인해 못한 일(복수 응답)

(단위: %, 명)

구분

외부 인력 자녀 돌봄 시간(평일)

돌보지 
않음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총계

19세 이하 9.3 43.5 42.6 3.7 0.9 100.0(108)

20∼29세 9.6 21.7 59.3 6.7 2.7 100.0(447)

30세 이상 9.3 19.6 60.3 7.0 3.7 100.0(214)

전체 9.5(73) 24.2(186) 57.2(440) 6.4(49) 2.7(21) 100.0(769)

〈표 5-1-64〉 외부 인력의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평일)

(단위: %, 명)

다음으로 주말에 외부 인력이 자녀를 돌보는 평균 돌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 외부 인력이 돌보지 않는 경우가 47.9%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5시간 미만’ 22.5%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주말에 외부 인력이 자녀

를 돌보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 40.7%, 50.7%, 45.7%로 가장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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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음으로 19세 이하와 20∼29세의 경우 ‘5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이 각각 30.8%와 20.5%를, 반면에 30세 이상은 ‘5시간 미만’이 27.8%

로 두 번째로 높게 차지했다.

구분

외부 인력 자녀 돌봄 시간(주말)

돌보지 
않음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총계

19세 이하 40.7 23.1 30.8 2.2 3.3 100.0(91)

20∼29세 50.7 19.9 20.5 3.5 5.3 100.0(341)

30세 이상 45.7 27.8 17.2 4.0 5.3 100.0(151)

전체
47.9
(279)

22.5
(131)

21.3
(124)

3.4
(20)

5.0
(29)

100.0
(583)

〈표 5-1-65〉 외부 인력의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주말)

(단위: %, 명)

활동 보조인, 돌보미 등의 외부 인력이나 기관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

이 얼마나 충분한지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는 비율이 전체 36.5%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족하다는 비율이 28.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의 경우 ‘부족하다’가 35.8%로 가장 높았고, 20∼29세와 30

세 이상은 ‘보통’이라는 비율이 각각 35.0%와 41.1%로 가장 높았다. 특

히, 충분(18.5%)하거나 매우 충분(4.7%)하다는 비율보다 부족(28.9%)

하거나 매우 부족(11.5%)하다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외부 인력이나 기관의 돌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1-66 참조).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주요 돌봄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최근 6개월 동안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지 조사한 결과,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54.0%로 이용 경험이 있

는 비율 46.0%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65.0%, 20∼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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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30세 이상 33.0%로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표 5-1-67 참조).

구분

외부 인력 또는 기관의 자녀 돌봄 충분성

매우
부족함

부족함 보통 충분함
매우

충분함
총계

19세 이하 16.5 35.8 33.0 11.9 2.8 100.0(109)

20∼29세 12.2 29.4 35.0 17.8 5.6 100.0(466)

30세 이상 7.6 24.6 41.1 22.9 3.8 100.0(236)

전체
11.5
(93)

28.9
(234)

36.5
(296)

18.5
(150)

4.7
(38)

100.0(811)

〈표 5-1-66〉 외부 인력 또는 기관의 발달장애인 돌봄 충분성

(단위: %, 명)

구분
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 총계

19세 이하 65.0 35.0 100.0(103)

20∼29세 47.8 52.2 100.0(418)

30세 이상 33.0 67.0 100.0(212)

전체 46.0(337) 54.0(396) 100.0(733)

〈표 5-1-67〉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 명)

또 다른 주요 돌봄 서비스인 주간보호시설을 최근 6개월 동안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66.1%로 이용 경

험이 있는 경우 33.9%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40.4%로 이용 경험이 가장 높은 반면 19세 이하의 이용 경

험은 8.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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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 총계

19세 이하 8.0 92.0 100.0(87)

20∼29세 40.4 59.6 100.0(376)

30세 이상 32.8 67.2 100.0(195)

전체 33.9(223) 66.1(435) 100.0(658)

〈표 5-1-68〉 주간보호시설 이용 여부

(단위: %, 명)

돌봄 서비스 기관인 단기보호시설을 최근 6개월 동안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7.7%에 불과하였고, 연령

에 따른 이용 경험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10% 미만으로 낮았으며, 그중

에서도 30세 이상의 이용 비율이 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분
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 총계

19세 이하 6.9 93.1 100.0(87)

20∼29세 8.7 91.3 100.0(333)

30세 이상 6.2 93.8 100.0(177)

전체 7.7(46) 92.3(551) 100.0(597)

〈표 5-1-69〉 단기보호시설 이용 여부

(단위: %, 명)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면서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전체의 46.5%로 절반 가까이를 차

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문제 행동 대처’ 8.8%, ‘서비스 정보 및 지식 부

족’ 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의 

경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44.4%, ‘문제행동 대처’ 11.3%,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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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으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9세

의 경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47.1%, ‘문제 행동 대처’ 8.7%, ‘보

호자의 직장생활 어려움’ 7.3%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30세 이상에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46.3%, ‘서비스 정보 및 지식 부족’ 9.0%, 

‘여가 및 사회 활동의 부족’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다수 발달장애인 자녀의 보호자들은 자녀의 연령에 상

관없이 자녀의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연령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서비스 정보 및 지식 부족 5.6 6.0 9.0 6.8(62)

여가 및 사회 활동의 부족 3.2 6.0 8.6 6.4(58)

가족 간의 갈등 3.2 2.7 3.7 3.1(28)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44.4 47.1 46.3 46.5(424)

문제 행동(도전적 행동) 대처 11.3 8.7 7.8 8.8(80)

자녀의 성 문제 2.4 3.1 4.1 3.3(30)

보호자의 직장생활 어려움 6.5 7.3 4.5 6.4(58)

사회적 차별과 인식 부족의 문제 4.0 5.4 4.5 4.9(45)

보호자의 건강 악화 4.0 4.4 4.5 4.4(40)

자녀 돌봄으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 9.7 5.8 5.6 6.3(57)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용 4.8 3.7 1.1 3.1(28)

기타 0.8 0.0 0.4 0.2(2)

전체
100.0
(124)

100.0
(520)

100.0
(268)

100.0
(912)

〈표 5-1-70〉 발달장애인을 돌보면서 가족이 겪게 되는 어려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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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족 휴식 프로그램’ 25.1%, ‘장애 자녀 양육 상담’ 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와 20∼29세의 경우 ‘가족 휴식 프로그

램’이 각각 36.2%와 25.7%로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서 30세 이상의 경

우에는 ‘장애 자녀 양육 상담’ 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분
연령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부모 심리 상담 14.7 19.3 21.5
19.3
(171)

부모 교육 5.2 10.2 10.7
9.7
(86)

장애 자녀 양육 상담 19.0 22.2 27.6
23.4
(207)

부모 자조 모임 또는 결연 프로그램 16.4 13.8 11.1
13.3
(118)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프로그램 5.2 7.3 5.4
6.4
(57)

가족 휴식 프로그램
(가족 캠프, 여행 등)

36.2 25.7 18.8
25.1
(222)

기타 3.4 1.6 5.0
2.8
(25)

전체
100.0
(116)

100.0
(509)

100.0
(261)

100.0
(886)

〈표 5-1-71〉 발달장애인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해소 도움 서비스

(단위: %, 명)

자녀의 장래에 대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0.3%가 자녀의 직업 및 취업이 가장 걱정된다고 하였으며, 다음

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도 24.7%가 걱정된다고 하였다. 연령별

로는 19세 이하의 경우 ‘직업 및 취업 문제’ 42.7%, ‘일상생활 지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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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등의 순이었고,  20∼29세는 ‘직업 및 취업 문제’ 31.4%, ‘일상생

활 지원 문제’ 25.5% 등으로 19세 이하의 연령대와 비슷한 반면, 30세 

이상은 ‘장래 재정 문제’의 비율이 2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상

생활 지원 문제’ 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직업 및 취업 문제 42.7 31.4 22.3
30.3
(279)

장래 재정 문제 21.0 22.9 25.7
23.4
(216)

결혼  1.6  4.5  7.1
4.9
(45)

주거 문제  3.2  5.9  7.8
6.1
(56)

일상생활 지원 문제 24.2 25.5 23.4
24.7
(228)

교육, 문화, 여가활동  0.0  2.5  2.6
2.2
(20)

건강 악화 문제  4.0  6.8 10.4
7.5
(69)

기타  3.2  0.6  0.7
1.0
(9)

전체
100.0
(124)

100.0
(529)

100.0
(269)

100.0
(922)

〈표 5-1-72〉 장래 걱정

(단위: %, 명)

자녀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

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1%가 ‘미래 계획을 세운다 하여도 지역 자원

이 부족하여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하였으며, 이와 비슷하게 ‘미래 계획 

설계를 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비율이 20.1%를 차지했다. 특히, 

연령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19세 이하는 ‘미래 계획을 세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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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지역 자원이 부족하여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비율이 27.3%로 가

장 높은 반면, 20∼29세는 ‘미래 계획 설계를 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

다’와 ‘미래 계획을 세운다 하여도 지역 자원이 부족하여 소용이 없을 것 

같다’가 모두 21.5%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다. 30세 이상은 ‘경제적인 문

제 때문에 미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비율이 23.1%로 가장 높아 앞

서 조사된 자녀의 장래 걱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문제가 자녀

의 미래 계획과 관련해서 가장 큰 걱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세 이상 총계

미래 계획 설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

 5.8  8.6 10.6
8.8
(81)

미래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른다 11.6 10.3 14.7
11.7
(108)

미래 계획 설계를 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18.2 21.5 18.3
20.1
(185)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미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19.8 17.9 23.1
19.7
(181)

미래 계획을 세운다 하여도 지역 자원이 
부족하여 소용이 없을 것 같다

27.3 21.5 17.6
21.1
(194)

미래 계획 설계를 도와줄 전문가나 기관이 
없다

15.7 15.2 11.0
14.0
(129)

지금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  1.7  4.4  3.3
3.7
(34)

기타  0.0  0.8  1.5
0.9
(8)

전체
100.0
(121)

100.0
(526)

100.0
(273)

100.0
(920)

〈표 5-1-73〉 미래 계획 수립의 어려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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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를 통해 직업, 평생교육, 

건강, 주거, 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서비스 이용 

현황, 욕구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취업 중인 발달장애인은 응답자 중 29.9%뿐으로 취업을 하지 않

는 이유로는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27.9%)’가 가장 높았

으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발달장애인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의견

(62.9%)이 많았다. 발달장애인의 직업 생활에 대한 기대는 자녀의 자립

생활과 사회 통합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43.8%)이 많았으며, 직업훈련을 위한 중요 항목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26.0%)’을 꼽았

고,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발달장애인

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62.6%)’이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

을 차지해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직업훈련과 일자리 개발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원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관 부설의 평생교육기관(40.3%)과 

특수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17.7%)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장 

선호하는 평생교육기관도 이용 경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

(46.3%)과 특수학교(24.8%)의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 나타나 별도의 기

관보다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관을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25.4%)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위생, 정리정돈, 위험 대

처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으로는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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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73.5%), 별도의 장애인 평

생교육사를 양성(68.3%)해야 한다는 인력에 대한 의견과 장애인 또는 발

달장애인 평생교육(58.8%)을 위한 별도의 전담 부서도 설치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지정 의사가 없다(61.4%)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였고,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도 25.7%로 응답

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34.0%)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발달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43.0%)’ 욕구가 가장 컸으며 ‘비만 클리닉 설치(12.2%)’, ‘건강 증

진을 위한 전문가(11.6%)’ 등의 의견도 제시되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건강·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주거 유형으

로는 ‘분리된 공동체 주택(35.3%)’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룹

홈(17.5%)’, ‘최소한의 지원이 되는 거주 시설(15.7%)’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

여(32.3%)’, ‘주거비 보조(14.3%)’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도 주거 마련에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주거 지원 시 고려 사항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인도 주거에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시간은 평일은 ‘5시간 이상~10시간 미만(32.0%)’, 

주말은 ‘20시간 이상(39.4%)’이 가장 많아 주말에 돌보는 시간이 평일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돌봄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하지만 정작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46.5%)’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가족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는 ‘가족 휴식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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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2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발달장애인의 장래에 대해서는 

직업 및 취업(30.3%)과 일상생활(24.7%), 그리고 재정(23.4%)에 대한 문

제를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미래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지역 자원의 부족(21.1%)과 관련 정보 습득의 한계(20.1%) 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2절 질적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지원 영역 중 직업, 평생교육, 건강, 주

거, 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이용 또는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

점, 필요한 지원 내용, 개선 방안들을 통해 향후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실무자와 장애인 복지 분야 교수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

뷰를 실시하였는데,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5-2-1>과 같다.

구분 성별 나이 인적 특성 및 활동 내용

학계

남 40s 특수학과 교수

남 50s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 40s 고용 분야 박사

여 30s 직업재활 분야 박사

현장
남 50s 관련 협회 사무처장

여 30s 복지관 팀장

〈표 5-2-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제5장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  253

총 21명의 참여자 중 사안에 따라 각 영역 또는 참여자 특성별로 그룹

을 구성하여 2016년 5월부터 총 3개월에 걸쳐 7차례 인터뷰를 실시하였

으며, 미리 작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2. 조사 결과

가. 직업 지원

  1)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매우 제한적인 직업 생활

발달장애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직업 생활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임금 수준과 

구분 성별 나이 인적 특성 및 활동 내용

여 40s 특수교육 분야 실장

여 40s 복지관 사무국장

여 30s 복지관 국장

남 50s 복지관 관장

남 40s 복지관 팀장

여 30s 특수교육 분야 팀장

남 30s 복지관 팀장

여 50s 복지관 팀장

현장 전문가 
및 부모

여 50s 관련 단체 지부장
여 40s 관련 단체 대표

여 50s 관련 단체 센터장

여 60s 관련 단체 대표

여 40s 관련 단체 지부장

여 40s 관련 단체 지부장

부모
여 40s 모(母)

여 30s 모(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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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환경이 열악한 보호작업장에서의 단순 임가공 등 반복적이고 지루

한 일을 해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자신

의 자녀가 제조업, 단순 임가공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현재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직업의 대부분이 이러

한 모습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일들만이 자신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라고 제한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일의 성격에 자녀를 맞추다 보니, 자녀가 일하는 것에 성취욕을 느끼거나 

돈의 개념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이마저도 기능이 좋고 

적응 능력이 좋은 일부 발달장애인에게만 제공되는 직업 생활이라는 인

식이 강했다. 때문에 자녀의 기능이 좋지 못하거나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직업 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발달장애인 자녀가 하고 있는 일이 몸을 쓰는 

단순 노동이라는 점에 안쓰러움을 느껴 자녀가 원하더라도 죄책감 때문

에 일을 그만두게 해야 하는 문제 등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만

일 기능이 좋아서 경쟁 고용의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더라도 2년 이상 근

무하게 되면 고용주 인센티브와 같은 혜택도 줄고, 노동법에 의해 무기계

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고용주가 이를 꺼려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별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 

많다고 하였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성과 사회 적응 능력에 있어 어

려움이 있는데 잦은 직장의 이동이 자신의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

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직장의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로 직업 생활을 유지

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때문에 기능이 좋은 발달장애인도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더 이상 일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

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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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견 내용

발달장애인 자녀가 성인기가 되면, 학교에서처럼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
함.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들은 학교만큼 체계적이지 못하며, 서비스 환경이 열
악하고,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고 느낌. 
직업재활과 관련한 훈련이나 취업 직종은 단순 조립과 같이 단순한 일들이고, 근무 환경
도 열악해서 아이가 성취욕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시켜서 하는 일이라 생각함. 만일 
자녀가 단순 작업과 같은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마저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생각함. 
기능이 좋아서 일반 사업체에 취업을 하여 자녀가 돈의 의미를 알고 성취욕을 느끼며 일
하더라도, 자녀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죄책감을 느낌. 일을 그만두게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함.
일반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의 경우, 고용주 인센티브 기간이 만료되거나 무기계약직으
로의 전환과 같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 이후 일을 그만
두어야 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움.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사회
성과 적응 능력의 제한이 많은데, 자꾸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해서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다보니 기능이 좋은 발달장애인도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더 이상 일하
지 않으려 하는 것을 많이 봄. 
현재 직업훈련이나 보호작업장에서의 활동, 그리고 경쟁 고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은 
기능이 좋은 발달장애인에게 국한되어 있어, 집중력이 약하거나 참을성이 약한 발달장애
인, 작업 수행 능력이 좋지 못한 발달장애인은 직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
음.
기능이 좋지 않아 성인기에 직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집에서 지낸 발달장애
인의 경우는 1∼2년 사이에 그동안 배워서 익힌 직업 관련 기능들을 모두 잊어버려 새로
이 훈련을 시작하더라도 이전의 기능들을 다시 얻기가 어려움. 
향후에는 일에 자녀를 맞추는 현재의 직업 생활 및 직업재활 서비스보다는 자녀의 흥미
와 적성에 맞는 훈련과 서비스 혹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
된다는 인식이 강했음. 학령기부터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다양한 훈련과 서비스를 제
공받았으면 함.  
특히 성인기 자녀를 두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서 학교에서처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하는 욕구가 높았음. 
다양한 직업 및 직종 개발을 통해 다양한 직업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보다 지원
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서비스가 확대되길 바라고, 자녀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직업 생활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함.  
자녀가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키우며, 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게 되
며,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러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을 기대하였음.

〈표 5-2-2〉 발달장애인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직업과 관련된 의견들

그러나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현재는 기능이 좋은 일부 발달

장애인만이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기능이 좋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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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직업 생활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

다. 이들에게 있어 임금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자녀가 일을 통해 성취

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키우며, 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컸으며,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러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을 기대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현재 제공되는 단순 반복적인 일의 특성

에 자녀를 맞추기보다는 자녀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직업이 개발

되어야 하고, 다양한 직업 관련 서비스 이용이 수반되기를 희망하였다. 

  2) 직업재활 서비스 현장에서의 어려움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최근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직업재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예전에 비해 더욱 중증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발달장애인은 모두 중증장애인이지만, 이들 중에서도 근로 능력과 기능 

등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인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꼽았다. 현장에서는 취업으로 전이되는 종결 케이스가 예전에 

비해 50% 정도도 안 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는 이전보다 대학 진학

이나 평생교육과 같은 대안 프로그램들이 많아져 성인기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의 직업재활 사업 쪽으로 바로 오지 않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즉,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기능이 좋은 대상과 그렇지 않는 대상 간 서

비스 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한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기능이 좋은 친구들은 학령기에 전공과나 공단과

의 연계를 통해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고, 등록금과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서라도 대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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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기능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요하는 대상들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직

업재활시설의 이용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실질적 대상은 발달

장애인 중에서도 더욱 지원을 요하는 대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

에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체감하는 어

려움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 의견 내용

예전에 비해서  취업 지원 및 지원고용을 통해서 취업을 내보내는 장애인 분들의 장애 
정도가 점차 중증화되고 있음. 예전에 비해 오랜 기간 훈련을 요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전이를 고민해야 함. 취업으로 전이되는 종결 케이스가 예전에 비해 
50% 정도도 안 된다고 체감하고 있음. 
이는 이전보다 대학 진학이나 평생교육과 같은 대안 프로그램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장애인이 성인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업재활 사업 쪽으로 바로 오지 않기 때문임.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기능이 좋은 친구들은 학령기에 전공과 및 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 알선이 다 이루어지거나 대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빠짐. 주간보호대상이나 
보호고용 수준의 대상들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로 오게 됨. 때문에 이들 기
관의 실질적 대상은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으로 봐야 할 것임. 따라서 장애인복지
관이나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재활 사업의 대상(훈련을 통해 고용을 
기대할 수 있는 장애인)을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을 찾는 경우는 
크게 돌봄에 대한 욕구와 훈련의 욕구를 가지고 오는 분들임. 또한 부모들 사이에서 장
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은 이미 최중증 발달장애인들만 가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 이러한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에 대해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낮 시간 동안의 보호의 수준으로 인식하기도 함.
향후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 서비스의 방향을 낮 시간 동안의 케어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직업재활 및 훈련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고민임.  
보통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팀의 인력은 3명에서 4명 구조로 가고 있는데, 만일 기존 
프로그램 외에 현장에서의 욕구와 필요에 의한 중증 프로그램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하더
라도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움. 인력과 재정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표 5-2-3〉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의 성인기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현황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을 찾는 경우는 크게 돌봄에 대한 욕구와 훈련의 욕구를 가지고 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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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은 이미 기능이 

좋지 않은 발달장애인들만 가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시설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재활 서비스나 훈련보다는 낮 시간 동안의 보호

의 기능을 주로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 시설들

은 향후 낮 시간 동안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설계해

야 할지 혹은 직업재활 및 훈련을 중심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해

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진

행에 있어 대상의 중증화에 대응한 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현장에서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향후 직업재활 서비스 발전 방안

향후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와 의견을 나눈 결과, 공통적으로 현재 발달장애인 중에서

도 기능적인 면에서 더 많은 지원을 요하는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

비스나 시설의 부재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다. 이에 기능적인 차이를 보이

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보다 오랜 기간 지속적인 훈련 및 서비스 접

근이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 대상의 중증화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훈련의 마련에 있어, 인력 구성과 지원 부분에 대한 개편도 함께 고민되

어야 하는데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과 같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진

행되는 경우는 현재 시설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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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주요 의견 내용

현장에서의 의견으로는 향후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으로의 접근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있음. 
또한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지속적인 훈련이 가능해야 서
비스 대상의 중증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기능적인 면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한 30년 동안 발달장애인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지역사회 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전문가들을 활용
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추
가한다고 했을 때, 인력 구성과 지원 부분에 대한 개편도 요구됨.
직업재활은 장애인 복지의 핵심이고, 평생 진로 개발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자
꾸 취업만을 강요하다 보니 단순 취업 알선만을 직업재활로 오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
음. 직업재활은 진로 교육이며 진로 계획과 이를 이행하는 평생 진로 교육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직업재활은 학령기 때부터 진로 설계를 해 주고, 그 과정에 상담, 평가, 직업 인
식 탐색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전환교육이 이루어지고, 직업탐색이 이루
어져야 함. 이후 성인기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현장 전문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기능적인 면에서 보다 더 지원을 요구하는 발달장애
인의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인프라)이 요구된다는 
데에 동의함. 현재의 시스템은 기능이 좋은 발달장애인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에 동의함. 
20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었긴 하나, 현재 고용부의 워크투게더 사업과 복지부의 발달장
애인 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 복
지부, 고용부 간의 연계 체계, 연계 구도를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연계해서 의뢰하고 사후 관리(책임을 지는)를 담당하는 연계 체계의 강화를 고민할 필요
가 있음. 
또한 공공재정 지원 일자리처럼 행정 보조와 같은 민간 쪽과 연계된 다양한 일자리 개
발도 요구됨.  

〈표 5-2-4〉 향후 직업재활 서비스 발전 방안

직업재활 서비스는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에 비해 그 기능과 역할이 매

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의 핵심이자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장 우선되는 서비스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다. 그러나 

현재 직업재활 서비스는 취업을 위한 지원 사업 정도로만 이해되어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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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평생 동안 지

원해야 할 진로 개발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취업 알선의 

의미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은 이들의 진로 교육과 진로 계획 그리고 

이를 이행하는 평생 진로 개발의 의미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직업재활은 학령기 때부터 진로 설계의 과정을 시작으로 그 과정에 

상담, 평가, 직업 인식, 진로 탐색이 이루어져, 이러한 과정들이 전환교육 

과정을 거쳐 직업훈련, 취업 알선, 지원고용, 적응 지도, 사후 관리의 과

정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20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교육부와 복지부, 노

동부 간의 협력 체계와 연계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

배하고, 각 부처의 중점 사업과 부수적인 사업들 간의 역할 정립이 요구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고용부의 워크투게더센터는 특수학교와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전환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

으나 복지부와의 연계는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발달장애인법

의 이행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설립 중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도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지원센터의 역할의 핵심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가 진로 개발 및 지도의 역할로 핵심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연

계해서 의뢰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책임 질 수 있는(사후 관리) 체계적인 

연계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공공재정 지원 일자리처럼 행정 보조와 같은 민간 분야와 연계

된 다양한 일자리 개발도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와 같은 단순 

조립과 제한된 일자리에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기능과 이들의 흥미를 맞

출 수는 없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다양성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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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개발,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이 향후 직업재활 서비스의 발전에 반

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 평생교육 지원

  1) 평생교육기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은 확대되어야 하는바 지정, 

인가, 등록, 신고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도지사,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도-시군구-읍면동에 설

치한 평생교육시설들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발달장

애인 관련 예산 지원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도

록 조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교육청

에 등록 및 신고하거나 시군구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평생학습관이나 행

복센터 등이 발달장애인에게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

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발달장

애인 부모들은 평생교육을 평생 동안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포항, 

사천, 군산, 서울 등에서의 조례에 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고 하였다.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기존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

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한 후 기존의 복지관 예산과 별도

로 평생교육 관련 예산 지원을 통하여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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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방안은 기존의 성인사회재

활과 내용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나 예산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요구가 특수교육을 받은 이후에 

발달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받거나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출되었으므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주간보호, 사

회재활 등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일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구분 의견 내용

평생교육
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도-시군구-읍면동에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 인가, 등록, 신고하도록 해야 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고 이 기관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발달장애인들에게 적절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기존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한 후 기존의 복지관 예산과 별도로 평
생교육 관련 예산 지원을 통하여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을 확대하도
록 함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특수교육을 받은 이후에 발달장
애인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받거나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서 분출되었으므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주간보호, 사회재활 
등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일부 반
영할 수 있을 것임

〈표 5-2-5〉 평생교육기관 관련 주요 의견들  

  2)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를 이하여 가능한 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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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 지정된 기관에

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평생교육기관으로 지

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립생활, 사회생

활, 의사소통, 직업 생활 등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보다 장기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어 이들의 인지적 특성과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준비하

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개별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

견이 다수 있었다. 

구분 의견 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가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지
정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권
장해야 함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립생활, 사회생활, 의사소통, 직업 생활 등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보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이들의 인
지적 특성과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개별적으
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함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영역의 분류 체계가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에서도 타당성이나 적합성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야 함
평생교육 백서나 평생교육 통계 자료집 등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지
정 여부, 프로그램 제공 및 예산 지원 실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표 5-2-6〉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주요 의견들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영역의 분류 체계를 발달장애인 평

생교육에서도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류 체계가 발달장애인에게도 타

당성이나 적합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립생활, 사회생활, 의사소통, 직업 생활 등에 중점을 두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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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평생교육 백서나 평생교육 통계 자료집 등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여부, 프로그램 제공 및 예산 지원 실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내용

이 포함되어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는 평생교육 통계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으로 교육청 담당자가 평생교육 통계를 담당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나 타 

부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3) 평생교육 체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 내지 행정기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는 교육지원청과 시-군-구청에서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각자의 부서 업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

거나 교육부 내에서도 평생교육과 특수교육 정책 담당 부서들이 각자의 

업무로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혼선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평

생교육 관련 조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해

야 하는지 정하게 되면 담당하는 행정기관도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

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재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

육을 실시하도록 법에 제정되어 있으나 예산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는 상

황에서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재정 부담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여 지방자치단체가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

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평생교육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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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이양이 되고 국가는 지원할 재원이나 행정적인 권한이 없는 상황

이라서 사업 추진력이 약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구분 의견 내용

평생교육
체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 내지 행정기관을 명확하게 해
야 함. 현재는 교육지원청과 시-군-구청에서 각각 자신의 업무로 보지 않
는 경향이 있거나 교육부 내에서도 평생교육과 특수교육 정책 담당 부서
들이 자신의 업무로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혼선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 조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여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나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에 제정되어 있으나  예산에 대
한 강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재정 부담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여 지방자치단체가 시범 사업
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음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을 이
해하는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타당성
을 도모해야 함. 현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 추
가되든지 혹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든지 간
에 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표 5-2-7〉 평생교육 체제 관련 주요 의견들

평생교육 관련 인력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을 이해하는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설

치된 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 추가되든지 혹은 발달장애

인 관련 기관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든지 간에 전문 인력 배치가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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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 지원

  1) 건강 행태

발달장애인의 건강 행태와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특성상 다양한 음식

을 섭취하기보다는 육식 위주 등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만 섭취하는 경향

이 있고 그로 인해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되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태와 관련한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개선을 

위해 적절한 다이어트나 운동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 실천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발

달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다룰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사회 내에

서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활

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보건의료 서비스

앞서 논의된 발달장애인의 건강 행태에 이어서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발

달장애인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필요하지만 타 장애 유형에 비해서 

구분 주요 의견 내용

건강 행태

발달장애인은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음
이러한 건강 행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
는 체육시설 등이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함

〈표 5-2-8〉 건강 행태에 관한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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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센터도 신

체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적되었다. 또한 일반 병원

에 가서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진의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진료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에게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건강 주치

의 제도가 도입되어 발달장애인의 건강 문제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인 중

에서도 성인이 되면 음주와 흡연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지만 이와 관련한 

이해나 위험성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다. 그리고 특히 여성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위생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관련 문제가 실생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논

의도 있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주, 흡연, 

위생 등과 관련한 보건 교육이 일반학교에서 실시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건강검진센터

발달장애인의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요구되나 타 장애 유형에 
비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건강검진을 받기위
해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해도, 신체장애인 위주로 시스템
이 구축되어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많은 의료진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의료진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또한 건강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어 발달장애인의 건강 문제에 대
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보건 교육
발달장애인도 비장애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면서 음주와 
흡연을 접하게 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기초적인 이해나 위험성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표 5-2-9〉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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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거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 및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실시된 초점집단

인터뷰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거 지원의 전제

우선,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개개인

의 특성이 반영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 과도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영역 주거 지원의 전제 조건에 대한 의견들

전제 조건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장애 정도에 따라 자립의 가능성이나 욕구가 다르므로 획일적 정
책보다는 장애 정도에 따른 유연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 정책이 그려져야 함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지원 서비
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과도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표 5-2-10〉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에 대한 의견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일상생활의 위생에 있어서도 관심이 없거나 관련 지식이 없는 발
달장애인이 많음
이에 일반학교에서 음주, 흡연 등과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처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조기부터 이루어져야 함
또한 위생과 관련해서도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용적인 교
육이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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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거 지원 서비스 및 체계

구체적인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주거 유형, 주거 지원 서비스, 주거 전

달체계가 주로 논의되었다. 주거 유형에서는 현재 거주 시설 등을 제외하

고 자립을 지원하는 주거 유형이 거의 없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신탁제도 

도입 검토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이 신설되어야 함이 논의되었다. 주거 지

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자립의 연속성 상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하에 체

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주거 유형이나 규모보

다 더 중요한 것은 주거 지원 서비스임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거 

지원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 옹호 관점과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지역별 편차 위험성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보았다.

영역 주거 지원에 대한 의견들

주거 유형

실제 성인 발달장애인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에 살고 싶어도 재가 발
달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지원 체계가 거의 없음
다양한 주거 유형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음
주택 구입 등 주거 공간 마련과 관련하여 공적 주거 지원 제도도 가
능하나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부모들의 경우 장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탁제도 등이 장기적으로 검토
되어야 함

주거 지원
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 계획 과정에서 사정
하고 계획하여 개인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거 지원 정책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자립의 연속성 상에서 지원되
어야 함
성인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독립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살 수 있는가
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이용할 주거 지원 서비스가 없으면서 거주 시설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표 5-2-11〉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에 대한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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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족 지원

  1)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가족 구성의 다양성, 돌

봄 서비스의 형태 등이 논의의 주를 이루었다. 현재의 돌봄 서비스는 발

달장애인 자녀와 비장애 부모의 가족 구성 형태 위주로 제공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와 비장애 자녀의 가족 구성 형태도 발굴이 

되고 있으며, 이는 부부 문제뿐 아니라 비장애 자녀가 적절한 양육 지원

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경계성 장애를 가지게 될 위험성이 있고 

가족의 결합에도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면서 체격이 커짐에 따라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종

종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과 지역사회 등 관련된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대

영역 주거 지원에 대한 의견들

자칫 주거만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없는 경우, 오히려 
인권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의 대상뿐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당할 
수 있음
성인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
거 형태나 규모보다는 그 안의 서비스가 더 중요할 수 있음
부모와 같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자립하여도 관리 감독의 역
할이 간헐적으로나마 가능하겠지만, 부모 사후 누가 이 역할을 해 
줄 것인가가 염려됨

주거 지원
전달체계

충분히 자립 가능성을 사정하고 계획했다면 선 배치 후 자립을 훈련
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검토되어야 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운영 주체들이 모두 검토되어야 하며, 발달장애
인의 특성을 잘 알고 지원해 본 경험이 있는 기관이 주거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함
발달장애인의 권익 옹호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은 분명 고려될 필요
가 있음. 이에 특정 기관을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
기보다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
스의 접근성이 보장되면서 주거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제5장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  271

응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돌봄이 지원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

고 현재 복지관 등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은 사례 관

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점을 지니기 때문에 민관의 협력 아래 발달장

애와 관련된 전문 기관이 개입하여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현재 위탁가정 제도가 실행되고는 있지만 발달장

애인 가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사례 관리 또는 멘토링 차원의 

접근에 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보다 더 긴 한 접근을 통해 발

달장애인 부모의 비장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가족 형태에 
따른 돌봄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와 비장애 자녀의 
가족 구성 형태에서 적절한 양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돌봄이 
제공되어야 함
발달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도 필요함 

성인기 발달장애인 
고려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을 고려한 돌봄이 제
공되어야 함
성인기일수록 발달장애인이 지닌 문제점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돌봄 지원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됨

다양한 
돌봄 지원

위탁가정에서 발달장애인 가정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여 긴 하
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비장애 자녀가 위탁가정으로 보내지면 마음대로 발달장애인 부모
를 만나기 어려움. 이에 외국의 경우와 같이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 
위탁가정과 원 가정을 오갈 수 있도록 유연한 체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5-2-12〉 돌봄 지원에 관한 의견들 

  2) 미래 계획

발달장애인 자녀의 미래 계획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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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발달장애인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성인기가 되면 관련 정보

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부모가 노년기에 접어들고 소진이 되면서 자조 모

임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이를 고려한 미래 

계획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래 설계를 위해서는 가

족 기능의 강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

에 초점을 두어 당사자 자조 그룹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지지할 수 있는 옹호 그룹도 미래 설계

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전문가의 역량이나 가치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

으면 사례 관리 수준에서 머물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발달장애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소진이 되어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게 됨. 이에 부모가 직접 
자조 모임 등을 참여하지 않고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
가 구축되어 미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성인기에 맞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
록 해야 함 

미래 계획의 주체

미래 설계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함
당사자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래 설계가 의미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당사자 자조 그룹이 
강조되어야 함
주체인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에서 그들을 지지해 주는 옹호 그룹
도 중요한 요소임

미래 계획 설계 
교육

자녀의 부(父)의 역할이 많기 때문에 자녀의 부모 모두 미래 계획
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제시해야 함
전문가의 역량이나 가치 철학이 뒷받침되어 또 다른 사례 관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표 5-2-13〉 미래 계획에 관한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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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장애 형제 지원

비장애 형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인 비장애 형제-중고등학생 비장애 

형제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캠프 때 일회성으로 운

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평소 부

모의 발달장애인 자녀 케어로 인해 소외되는 비장애 형제의 건강한 성장

을 위해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비장애 형제 간에 정보

를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자조 모임 마련 방안이 제시되었다.

구분 주요 의견 내용

비장애 형제
멘토링

성인 비장애 형제가 중고등학생인 비장애 형제의 멘토가 되는 멘
토링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비장애 형제 캠프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함

관련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자녀로 인해 평소에 외면받는 비장애 형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또래의 비장애 형제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자조 모임이 마련되어야 함

〈표 5-2-14〉 비장애 형제 지원에 관한 의견들 





결론

제1절  정책 방향 및 원칙

제2절  정책 과제

6제 장





국내 장애인 복지정책은 그동안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삶의 여

러 영역에서 중요한 성과들을 이루어 왔다. 또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강조되고 그들의 선택과 동등한 사회 참여

가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 왔다. 하지만 신체장

애인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내 장애인 복지제도 내에서 발달장애인은 오

랫동안 정책적인 우선 과제에서 려나 있었으며, 이들의 특수한 어려움

과 욕구를 반영하는 복지 지원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쳐 왔다. 이에 지

난 몇 년간 발달장애인 가족이 주축이 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정

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여 왔으며, 이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이라는 결실

을 맺기도 하였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는 것 역시 사실이

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 지원의 많은 내용들이 그동안 국내에서 

시도된 바가 없거나 선언적인 수준에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 욕구

에 조응하는 서비스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정책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 건강, 주거 등 주된 삶의 영

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행해져 왔던 제도와 서비스들을 발달장애인의 관

점에서 재조명하고 그 문제점들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결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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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 조사, 해외 정책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

여 향후 구현되어야 할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달장애인,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견지

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 방향 및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그들의 삶에서 주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 영역별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정책 방향 및 원칙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그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에 구축함으로

써, 다른 일반인들이 누리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곧 정상화 이념이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발달장애인이 일상적인 환경에

서, 지역사회 내에서 “보통의 삶(ordinary life)”을 영위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삶의 주요 영역에 걸쳐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들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은 단순한 보호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발달장애인 개인의 선택과 욕구

를 바탕으로 삶의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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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양성의 원칙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견지

해야 할 것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하여 매우 다양

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어떤 하나의 표준화된 방식으로는 그 욕구를 충족

시키기 어려우므로 지원의 내용과 방법에서 다양화된 형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모색하는 데 있

어 발달장애인의 자립 역량과 지원 정도에 따라 다양한 주거 형태를 모색

해야 하며, 이들이 하나의 스펙트럼을 형성하여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전체성의 원칙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족 전체적인 관점을 유지

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이후에도 가족 구성원에 

의한 지속적인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은 신

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문제의 강도와 양상은 변화되

기도 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접지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연속성의 원칙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전 생애사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280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청소년기로의 전환, 성인기로의 진입, 노화 

단계 등 생애사적 국면의 주요 전환 단계에서 단절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하며, 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

어야 한다. 

  4. 통합성의 원칙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의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서비스들이 서로 연계되고, 통

합적으로 제공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애사적 국면 간의 지속

적인 서비스 제공과 연계(종적 통합)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발달장애

인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

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상호 연계되어 일종의 패키지 형태(횡적 통

합)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 협력뿐 

아니라 각각의 서비스 영역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 간, 정부부처 간의 긴

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5. 주류화의 원칙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동등한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즉, 

서비스는 가능한 한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의해서(in 

community and by community) 제공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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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비스와 연계되어 제공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발달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제2절 정책 과제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의 주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 주거, 건강, 평생교육, 가족 지원 등의 정책적 영역을 상정하

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영역별로 

추진되어야 할 주요 정책적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직업 지원

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서비스(시설) 신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부처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정비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신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취업 전 직업훈

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은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

는 지역사회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직업훈련이 실시될 수 있는 시설의 확대’이다. 또한 자녀의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개발’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현재와 같은 성과 중심의 접근보다는 직업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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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예, 직업 태도와 사회 기술, 대인관계 기술, 직

업과 관련 안전수칙, 작업 및 일상생활에서의 태도, 문제 해결 능력, 판단 

능력)의 훈련(오길승, 2003; Hanley-Maxwell et al., 1996)이 충분히 

이루어져 경쟁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의 신설과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이들의 기능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 형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대상 FGI에서 공통적

으로 제시된 의견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현재 직업재활시

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한계(임금과 생산성 강조, 지방이양 형태의 운

영 방식)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시설은 기존 직업재활시설

과의 연계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되 또 다른 직업재활시설로 운영되

지 않도록 하여, 발달장애인법에 제시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수립과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 의미 있는 삶을 목표로 하는 돌봄과 평생교육, 직업재활 

서비스와의 연계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대부분의 가족은 직업을 통한 소득 활동, 

그리고 직업을 통한 자립생활 및 사회 통합에 대한 높은 희망 외에도 돌

봄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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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시설은 인력의 부족, 이용 인원의 제한 그리고 운영의 열악함으로 

인해 전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20%만이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80%는 

가정에 머물러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은준수,  

2016.6.12.). 때문에 최근 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주간 활동’ 프로그

램을 포함시키고자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 시범 사업을 거

쳐 현재 실행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프로그램(학령기 이후 진학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과 같

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 프로그램들의 개설은 그동안 직업재활 서비스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가장 우선되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

해된다. 따라서 이들 서비스 간 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기능

과 욕구를 가진 발달장애인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설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관계 설정 없이 각각의 제도가 실행

되고, 현재의 직업재활 서비스가 향후에도 변화 없이 고착된다면,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주간 활동 서비스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서비스 이용 기

간에 제한이 없는 여가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평생 동안 지속

하며 낮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가 가장 기본이다. 여기에 직업재활 서비스와 주거 서비스와

의 연계를 통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선진국의 발달장애인 대상 지원 서비스는 궁극적

으로 경쟁 고용으로의 전이를 목적으로 비직업 활동→직업 활동→직업훈

련→고용으로 이어지는 장·단기적, 체계적 시스템으로 정비하고, 이를 이

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Gidugu et al., 2012; Winsor, 

2014; Human services research institut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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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아직 걸

음마 수준으로 직업재활 정책은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은 고려하

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직업능력과 기능에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한 직업재활 정책은 부재하다.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정책, 그리고 돌봄 정책과 평생교육은 서로 연계되어 뚜렷한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즉, 발달장애인에게 일할 권리를 부여하

고, 근로를 통한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며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돌봄의 기능이 강한 주간 활동 서비스와 교

육의 기능이 강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 및 고용으로의 전환 기

능이 강한 직업재활 프로그램들은 서로 연계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다. 직업재활(서비스)의 개념 확대

직업재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돌봄,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의 관계 설

정을 통해 뚜렷한 정책의 방향성을 구축하는 일 외에 중요한 일은 직업재

활 서비스의 개념과 서비스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이다. 일부에서는 

직업재활시설, 특히 보호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직업재활 서비

스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보호작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경쟁 고

용으로의 전이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일부 형태에 불과하다. 

직업재활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통합 고용(경쟁 고용)으

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된 환경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률과 고용률과 같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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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취업하고 고용되기까지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

원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의 과정 또한 직업재활 서비

스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취업이 어렵고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개념 및 범

위의 재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은 학령기의 진로 설계의 과정을 

시작으로 그 과정에 상담, 평가, 직업인식,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고, 이러

한 과정들을 통해 전환교육 과정을 거쳐 직업훈련, 취업 알선, 지원고용, 

적응 지도, 사후 관리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서비스의 개념으로 이

해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지원고용을 통해 취업을 성취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직업재활은 취업을 하였더라도 취업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게 되며, 취업을 유지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다시 직업재활 서비스 과정으로 진입하여 다양한 서비스

를 지원받고 취업과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전 과정의 개념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4.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직업재활 서비스의 확대된 개념은 전 생애주기의 다양한 삶의 이벤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고려되는 핵심 서비스가 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한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동시에 이

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를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장

애 특성과 개인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인 중심 접근법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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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어야 하며(박승희, 2014), 우리나라처럼 각 부처에 의해 분절적이

고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직업재활 서비스의 효율적 활용을 위

해서라도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직업 

능력과 기능이 좋아 취업을 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법의 적

용과 서비스 이용 주기의 제한으로 인해 취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복지부

와 고용노동부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전전하며 성인기의 시간을 보내

고 있는 발달장애인도 상당하기 때문에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제

공 체계는 취업과 고용이라는 궁극적 목적의 달성과 더불어 고용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애주기별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령기의 개별화 계획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과 성인기 전환을 위해 계획된 

개별화 전환 계획(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 ITP) 그리고 성인

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고용 계획(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IPE)이 모두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

다. 더불어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효율적

으로 활용하고 연속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3의 행정 체계 신

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교육부와 복지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와의 연

계와 협력이 가능하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방향과 이의 

이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미국의 ‘발달장애인국’과 같은 행정 조직의 신

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의 ‘발달장애인국’과 같은 행정 조직은 우리나라 복지부 장애인정

책실의 4개 ‘과’(장애인정책과,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

인권익지원과)의 조정이나 새로운 ‘과’의 신설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

한 행정 조직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이행, 책임을 담당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고, 각 부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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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는 직업재활 서비스와 복지시설들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와의 연계와 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며, 민간 단체와의 협

력 체계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설치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발달

장애인에게 효율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므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업재

활의 기능을 부여하여 이를 강화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공 체계로서도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체계는 발달장애인 전 생애에 걸친 효율적인 전환기적 서비스로

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활용하여 학령기→성인기→고령기를 포함하는 맞

춤형 직업재활 및 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

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생교육 지원

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제도 시행 활성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대하여 최근 수요자, 지방자

치단체, 국가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 평생교육

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

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확대 및 지정에 대한 제도 시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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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즉, 발달장애인 평생교

육기관 지정에 대한 법의 시행을 활성화하여 실제적으로 평생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 

발달장애인법이나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기관은 지정, 인가, 등록, 

신고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요하므로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어 발

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구청과 교육지원청, 기

관(시설,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3가지 이상의 방안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데 먼저, 발

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기관(시

설, 센터)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서울의 노원구나 은평구에서 

시범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연구의 조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에서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41.9%임과 동시에 별도로 

설립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야 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82%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복합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에서 선호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

로 장애인복지관 부설 평생교육기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바와 같

이, 장애인복지관 등 현재 발달장애인에게 성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부가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인가, 등록, 신고)

하는 방안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현재에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용을 선호하는 전국의 장애인복지

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고 선정

된 기관에 대하여 시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특수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평생교육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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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학습관 등 현재 비장애인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기관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인가, 등록, 신고)하는 방안이

다. 이러한 지정(인가, 등록, 신고)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장애인을 위해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

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비장애인에게 평

생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

대함으로써 지역사회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교육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

게 될 것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인가, 등록, 신고)된 기관은 국가 

평생교육 통계 자료집에 수록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파악 및 향후 정

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에는 다양한 형태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시도되고 있으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행정적인 절차

의 미비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

이 있다. 

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분류 체계 등 제도 보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실시된 요구조사에서 수요자들은 평

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를 희망하였고, 구체적으로 직업 적응, 자립

생활, 지역사회 적응 등에 대한 요구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시급하다.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

육 교육과정(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

활 역량,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발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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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 영역

은 그대로 유지하되 세부 프로그램은 조정하는 등 분류 체계의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

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

다. 발달장애인들이나 그 가족들은 무엇보다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

한 양적인 부족을 우선적인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

요를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 우선

적으로 선호하는 개인생활(위생, 정리정돈, 위험 대처, 성 의식 등), 직업 

적응 및 직업능력 향상, 대인관계 향상, 여가 스포츠, 가정생활, 지역사회 

생활, 의사소통, 건강 유지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구분한다면, 개인생활, 가정생활, 지역사회 생

활, 질병 예방과 건강,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등 자립생활 교육 영역, 직업 

전환, 직업 적응, 직무능력 향상 등의 직업능력 교육 영역, 여가,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문화예술 교육 영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

한 프로그램 영역은 발달장애인들의 장애 특성과 요구 등을 반영한 것으

로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과 그들의 선택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연구의 외국의 사례에서 제시되었듯이, 미

국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발달장애인들이 고등교육기

관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이나 자신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이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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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발달장애인 교육, 

연구, 서비스를 위한 센터(UCEDD)를 설립하여 중점 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별로 대학에 발달장애인 연구센

터를 지정하면 이 연구센터가 광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연

구 개발 및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섯 개 영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달장애인에게 기초 자립생

활 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이를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

여 일곱 개 영역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이 기초 자립생활 

교육을 평생교육법의 기초 문해 교육의 기초 생활기술 프로그램에 포함

할 수도 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비추어 여섯 개 영역의 하위 영역 프

로그램명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인문교양 교육에서 기능

적 소양 프로그램을 생활소양 프로그램으로, 건강심성 프로그램을 심리

사회재활 프로그램으로 수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인가, 등록, 신고)된 기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각각 구분하

여 파악하고 조사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 개발로 활용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 영역을 구분

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조직, 재정, 인력 등 체제 확립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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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 및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2016년 5

월에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

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두고, 이 센터의 수행 업무 중의 하나로 발달장

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등을 담당하도록 정하였다.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 조직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대학 기반, 특수학교 기반, 직업 기반 등

이 제안되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에 소

요되는 재정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생교육을 담당하게 될 인력의 

자격 기준 등을 정하여 적합한 인력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조직 측면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업무

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곧 

설립될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전담 부

서, 기관 연계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정의 측면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등록, 신고, 지정 등에 따

른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 운영, 사업, 인력 등에 소요되

는 예산을 지원하며,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인력 등

에 소용되는 예산을 지원하며, 평생교육기관을 등록이나 신고하는 경우

에는 사업 등에 소용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가칭 ‘평생교육 쿠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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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

한다. 이러한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높

일 수 있고 민간 영역에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력의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 설치, 

등록, 신고, 지정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배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평생교육 전문 인력은 평생교육사, 특수교사, 직업

재활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 연수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하여 장애인평

생교육사 2급으로 양성하며, 2급 자격 취득 후 경력 인정, 직무 연수 등을 

거쳐 1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강 지원

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과제 추가

정부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수진율 

제고, 장애인의 건강관리 실천율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제고, 장애인 비만 

유병률 감소, 장애인 의료비 부담률 감소 등 장애인의 건강 수준 제고와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주로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장애인 건강 분야 속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된 세부 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수진율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나 발달장애의 특성

을 이해하고 있는 의료인의 추가 배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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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기초 자료가 부족

하므로 대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발달장애인 건강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나. 성인 발달장애인 담당 주치의 제도의 도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장애

인 건강 주치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

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

치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소에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해 

오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상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적절한 치

료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자신의 거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가까운 의료기관

의 이용을 희망하고 있지만,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

렵고, 문제 행동의 가능성과 함께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장애인 진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장애인은 의

료기관을 전전하게 되며,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 문제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이러한 진료 거부 문제는 차별의 시각

에서 접근하여 진료 거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의료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치의 제도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발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속히 

도입을 바라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치의 제도의 도입에는 의료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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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적이므로 발달장애인 주치의는 반드시 발달장애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의

료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발달장애인의 진료를 거

부할 수 없게 하고, 또한 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하게 함으로써 발달장

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진료를 받는데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특성상 의사

소통의 어려움과 문제 행동 가능성 때문에 적절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

지 못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검

진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발달장애에 대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

도록 해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사소

통 판의 준비,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의료인의 추가 배치 등의 노력이 투

입되어야 한다.

이처럼 보편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일반 검진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여건이 미성숙 단

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시범적으로 일부 건강검진 기관을 발달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발달장애인 전용 건강검진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를 발달장애인 건강 증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건강검진 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일부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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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건강검진을 포기하는 발달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건강검진 항목이 매우 다양

한데 그 가운데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항목을 지정하고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

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라. 발달장애인 전문 의료기관 설치 및 확대(거점병원, 특수클리닉)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나 문제 행동으로 인하여 일반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치과 진료의 경우 발달장

애인들은 치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에 가는 것조차 싫어하

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여성 전문 의

료기관이 없는 관계로 성인 여성 발달장애인의 임신이나 출산 문제에 대

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치과나 여성 전문 클리닉처럼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특수 클리닉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발달장애인 특화서비

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립재활원에서는 치과와 여성재활과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

다.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6개의 권역

별 재활병원에 발달장애인 특화서비스 클리닉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운영비 일부 지원 등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

하다. 아울러 보다 적절한 운영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력 기준, 시설, 장비 등의 표준 모델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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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 성인 발달장애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만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현실에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비만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발달장애인의 경우 음주·흡

연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기 조절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음주 흡연 문제를 가진 경우 또 다른 중

독의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때 해외 사례에서 소개한 미국 일리노이 주의 영양·운동 프로그

램과 같이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관련 학

과,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개발할 수 있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시설이나 기관에서 채용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보건 교육은 지역사회 내 보건소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관, 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실

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박종헌(2011, p.75)은 장애인의 비만 관리를 위하여 운동 처방이

나 식이 교육 등 의료기관에서의 비만 관리, 체육시설 이용 바우처 등 장

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비만 관리, 운동 교육이나 식이 교육 등 복

지시설에서의 비만 관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인을 통한 비만 관리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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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가용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

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주거 지원  

가.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에 대한 개념 정립

그동안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은 거주 시설과 관련된 

것이 주이었다. 최근 탈시설화가 강조되면서 새롭게 주거 지원이 부각되

고 있으나, 여전히 탈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그

러나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의 개념 정립은 다음과 같은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입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이른바 

입소 예방 정책은 탈시설화 이후 지역사회 자립까지 소요되는 시간적, 물

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은 

자립의 핵심이다. 일단 살 장소인 주거가 마련되어야 그 안에 자립을 위

한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 지원은 발달

장애인의 자립이 강조될수록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하는 영

역이다. 셋째,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은 그 가족, 특히 부모의 사후 

미래 계획과 연관되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인 재가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은 탈시설 장애인

과 다른 측면에서 보다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직업, 사회적 포함, 돌봄, 가족의 미래 계획 등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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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립의 주체’로서의 성인 발달장

애인에 대한 재인식, 주거와 서비스의 분리를 통한 ‘일상적 삶’ 지향, 선

택과 자기결정이 보장되는 개인별 지원 계획과 연계가 필수적이다.

나. 주거 지원에 관한 공급 및 수요 예측 조사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그동안 장애인 주거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고려되기보다는 국가 저소득 

계층의 주택 정책 차원에서 고려되어 왔기 때문에 장애인 주택 정책 혹은 

주거 지원 정책은 매우 미흡하였다(홍선미 등, 2014). 따라서 현재 제도

권 내에서 공급되는 주거는 고연령이나 무주택다가구 등이 우선 입주 대

상이어서 장애인, 그중에서도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에서 거의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의 절대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기준 마련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 인구 중 장애 정도와 연령, 주거 욕구, 가족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 공급이 필요한 양적 수요를 추산하고 이

를 기초로 일정 비율을 기존의 주택 공급 정책에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장애인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주거 욕구와 관련된 적정 

공급량 산정 및 발달장애인 특별 공급 물량의 수준 등의 책정 예측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등이 예측되고, 주거 형태의 

수요와 공급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

의 주거 전달체계에 대한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발달장애인 정책

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나,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 결정은 국토교통

부가 하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는 시군구청, 동주민센터,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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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은행, 자치구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복지부의 탈시설 및 자립생

활 지원 업무와 국토교통부의 주택 지원 정책은 사실상 충분한 협력과 교

류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 지원은 이념적 

기초 위에서 전개되어야 하나, 국토교통부는 장애에 대한 민감성이 약하

여, 이러한 장애 특성을 정책에 담아내는 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복지

부와 국토교통부의 주거 지원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복

지부의 자립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주택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책임성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 다양한 주거 유형 및 지원, 질 관리의 연속 시스템 구축

현재 우리나라는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전환 단계의 주거 형태를 약 69개소(2012년 기준) 운영하고 있다. 이들 

주거 형태는 일정 기간 입소를 통해 주거의 안정성을 도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적 운영에 있어 공동생활가정과 큰 차별 없이 운영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독립 주거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도 이러한 연속적인 형태의 주거 지원보다는 최근엔 housing first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적정 주거를 지원하고 이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원생활 모델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체험홈 등 전환 주

거 형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주택에서 발달장애

인이 생활하고 이를 지원하는 주거 지원 방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

컨대, 앞서 설명한 영국의 KeyRing의 지원생활 네트워크와 같이 한 지역

사회 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주거가 있고 이를 네트워크화하여 지원

하는 방안 등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국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적정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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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Housing Quality Standard)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와 

관련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연방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 공정주택

법규(Fair Housing Act)에 따라 지방정부는 임대, 주택매매, 융자 등과 

관련항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법규의 준수를 모니터링하

고 있다. 영국역시 주거와 관련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질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 유형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

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를 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동하여 주거

와 관련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주거 지원 서비스의 콘텐츠 개발 및 서포트 인력 양성체계 마련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주택에서 자립하여 살 경우,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방침을 정

하여 이에 대한 적정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 매뉴얼 등이 개발되어 배포되어야 하

며, 이를 활용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 인력 양성이 필요하

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

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에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지원 상황, 

예를 들어 임차비, 주거 개선 등등을 지원하고 긴급 상황 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거 지원 인력은 2017년 설치될 것으로 논의

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익옹호인력 양성 과정에 주거 지원 서비스 

영역을 추가하여 통합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302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마. 주거 지원센터 설치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주거 정책, 특히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

원을 위한 전달체계는 복지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

제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통로 역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분절되고 

다원화된 구조는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재가 성인 발달장애

인을 위한 주거 지원 전달체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주거 욕구를 사정하고 주거 지원 계획 마련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서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이미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로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정하거나 계획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

인별 지원 계획의 주요 영역으로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주거 지원계획이 세워지면 현재 재가 장애인을 위한 주요 

전달체계인 장애인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은 지자체에서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재 주거 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콘텐

츠 등에 대한 노하우를 기존 시설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콘텐츠 개발

과 보급, 인력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방안은 재가 성인 발

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주거 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주거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자립의 욕구를 가진 재가 성인 발달

장애인의 주거와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즉 주거 욕

구 사정, 개인별 지원 계획 마련, 주거 지원 서비스 등이 이 센터에서 이

루어지게 되며, 주거 지원 서비스는 일부 지역의 다양한 시설들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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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자체에서 맞는 것으로 한다. 이는 서울시 전환서비스센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달체계를 새로이 신설할 경우 비용뿐 아

니라 현재 장애와 관련되어 분절화된 다양한 전달체계에 또 다른 시스템

을 추가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향후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따른 주거 욕구가 증가하고, 주

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두 번째 방안 역

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포함되어 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 주거 지원 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

은 것은 주거 지원 정책이 다른 영역의 정책과 긴 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자립하여 산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 돌봄,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인 사례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거 지원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다양한 제도와의 연계하에 이 연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으로 그려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등과의 관

련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5. 가족 지원  

가.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의 확충

의학과 건강관리의 발달로 발달장애인의 기대 수명은 증가하고 있으

며, 이러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인 부모와 가족

은 발달장애인을 더 오랫동안 돌봐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었다(Heller, 



304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Caldwell, & Factor, 2007).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나이가 들어가면 부

모의 연령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부모도 노화나 건강 문제를 겪게 되며, 

결과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돌봄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이진승, 

2014). 특히 문제 행동이나 신변 처리의 어려움 등을 지닌 중증 발달장애

인이나 중년기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경우 그 어려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중증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 

부모에게는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주간보호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에게 주요한 지원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전국에 626개로(2016 장애인

복지시설일람표, 2016) 발달장애인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공식적인 평가 과정 없이 제공시설

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선발하고 있어(김용득 등, 2013) 나이가 많은 장애

인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상도 나타

나고 있다. 일례로, 성남시의 경우 3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2013년 기

준 609명이지만 그중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20명으로 3.2%

에 그치고 있다(이진승, 2014). 

이에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의 상대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우선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의 양적 확대가 시급하다. 다시 말해서, 중증 발달장애

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내 주간보호 시설의 확충은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유용한 지원 서비스가 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가 시설 운영 비용을 지원할 때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것(김용득 

등, 2013)도 중증발달장애인이 주간보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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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격 승인 기준을 주간보호시설의 자체 선발 기준이 아닌 지방정부에

서 공식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주간 활동 서비스의 확대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이 돌봄 부담으로부터 잠시 동안 벗어나 휴식

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는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동 지원, 방문 목

욕, 방문 간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9세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의 미이용 비율이 이용 비율보다 약간 높았으며, 30세 

이상의 경우는 미이용 비율이 이용 비율보다 약 2배나 높았다. 활동 지원 

제도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용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활동 지원 서비스의 부적

합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 활동 지원 서비스는 내용 면

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활동 지원 및 요양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발달장

애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담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부모

들은 현재의 활동 지원 제도가 발달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최복천, 김유리, 2016).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발달장애인에게는 취미, 체육, 여가 등 의미 있는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 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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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

성원들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일반인과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

회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김용득 등, 2015).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그 모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2016년 상반기에 추진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시범 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고

무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

동 지원 서비스를 정착 및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서비스가 제

공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 평생계획 서비스 개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고령의 부모는 자신이 죽거나 병들어서 자녀를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발달장애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

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인 불안감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발달장애 자녀

를 돌보는 부모가 장애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심적 부담감을 체감있게 보여 준다(김고은, 2009).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가 겪는 어려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드러났다.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이 지닌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평생계획에 대한 주요한 

정보와 지원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즉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 혹은 

가족이 노화나 죽음 등의 사유로 장애 자녀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상

황에 대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그들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지원

과 서비스를 계획하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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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평생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20%도 넘기

지 못하고 있다(남연희, 송성권, 2005). 평생계획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평생계획의 수립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를 본 연구 참여자들은 정보의 부

재 혹은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의 부재로 꼽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계획 관련 정부시책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평

생계획의 중요성을 부모들이 인식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적극적으로 

장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발달장애인의 평생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인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달장애 자녀의 평생계획 

수립은 법률적 문제, 재정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 재정 전문가, 교육 전문가, 사회복지

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다

영역 간의 융합을 통한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역 발달장애인센

터가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한 후 각 

발달장애인의 사례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

계획은 한순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

로 준비해야 하는 과정임을 고려하여 평생계획 매뉴얼이나 팸플릿 등의 

개발을 통해 고령의 부모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발달장애인 평생계획 수립 전문가 양성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장애인 복지 현장이나 노인 복지 현장에서는 평생계획과 관련하

여 전반적인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현실이다(김고은, 

2009).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미래 계획 수립의 

어려움으로 전문가 혹은 전문 기관의 부재를 들고 있다. 따라서 평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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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과 관련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라. 비장애 형제 지원 확대 

형제자매 사이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경험은 형제자매의 관계뿐 아니라 

각자의 개인적 성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비장애 형제는 삶의 전반에 걸쳐 독

특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비장애 형제는 발달장애 

형 혹은 동생에 대한 돌봄의 책임감(Meyer & Holl, 2014)과 더불어 그

들의 건강, 권리 옹호, 재정 문제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에도 직면하게 된

다. 또한 비장애 형제 자신의 삶과 발달장애 형제의 삶 사이에 균형을 맞

추면서 살아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한다. 하지만 비장애 형제는 장

애 관련 공공서비스 및 자원의 종류,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Davys et al., 2010),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비장

애 자녀와 그러한 이슈들을 의논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Meyer 

& Holl, 2014). 

이에 해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생애주기별로 경험하는 어

려움과 고민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SLN은 10대에서 20

대 사이의 비장애 형제를 위한 자조 모임, 30대 이상의 비장애 형제를 위

한 자조 모임을 별도로 구성하여 각 연령대에 맞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

고 있다. 또한 영국의 Sibs도 성인기 비장애 형제를 위한 자조 모임을 구

성하고 비장애 형제가 돌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을 중심으로 아동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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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 비장애 형제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만을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또는 미래 돌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성인기 비장애 

형제가 자신의 고민과 계획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

은 거의 없다(최복천 등, 2014). 

따라서 비장애 형제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적극

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인기 비장애 형제자매가 돌봄자로서의 역

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장애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가족 휴식 지원 서

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고민을 상담

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장애 형제의 자

조 집단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점차 비장애 형제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들이 자조 모임 구성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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