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社區康復)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시와 광둥성(廣東省)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윤 려 화





- i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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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구재활(社區康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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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윤 려 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시작된 지역사회중심재활은 다분야 접근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권장되어 한국, 중국을 포함하여 90여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중국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을 일컫는 용어로 사구재활은 장애인에게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재활, 나아가 사회참여의 기회를 마련한다

는 점에서 재활의 긍정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17년 「장

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으로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장애인 재활사업의 기초로써

사구재활은 ‘모두가 이용 가능한 재활서비스’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다. 중국에서 사구재활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의 다원화를 실현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사구재활 서비스는 거대한 장애인구의 욕구

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양국의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양

국의 차이점 및 중국 사구재활의 현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사구재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현실적이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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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각각 ‘서울시’와 ‘광둥성’을 상정하여 연구대상의 범

위를 한정하였으며 문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Gilbert

& Terrell(2010)의 분석 틀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 틀로 재

구성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서울시 지역사회중심재활과 광둥성 사구재활

의 현황을 각각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등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은 1985년, 중국의 사구재활은

1986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비슷한 기간 동안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양

국의 현황에 대하여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등 4가지 차원에서 분석

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할당의 측면에서 한

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은 재활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격기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등록 여부

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중국은

등록된 장애인만이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급여의 차원

에서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사구재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재활서비스 유형

의 결정과정에 있어 양국 모두 장애인에게 서비스 유형에 대한 결정 권

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전달체계의 차원에서 조직체계

및 인력의 구성을 볼 때 한국의 경우 전문가 분야의 다양성 측면에서 중

국보다 월등할 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의 전문가 비율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로 한국의

경우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각 기관 간의 협력체

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기관 및 자원 간의 연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의 결정권 및 통제권 측면에서 양국은 장애인 당

사자 혹은 가족의 서비스 관련 결정권 및 통제권이 보장받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사구재활 예산은 공공재원만으

로 이루어지고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예산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

로 구성되어 있지만 양국 모두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등 측면에서 중국

사구재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비스 대상자의 보

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 혹은 정책의 제정이 선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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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둘째, 장애인의 욕구조사와 더불어 장애유형

및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며 서비스 유형

결정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 혹은 정책의 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전문가의 인력 부족과 불균형 및 이로부터 야기

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사회협의체

의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들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으

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넷째, 부족한 재정은 인력·서비스의 부재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

하여 공공재원 뿐만 아니라 자선회 회비, 사회 기부금 등을 동원하여 민

간재원의 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장애인, 지역사회중심재활, 사구재활(社區康復), 길버트와 테렐,

비교연구

학 번 : 2014-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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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패러다임은 장애 개념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여

왔다. 최근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료적 모

델’에서 ‘사회의 집합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모델’로 바뀌어가면서

장애의 환경적 요인,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

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인 재활서비

스의 형식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과거 재활은 개인의 의료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설중심재활(Institution-based Rehabilitation, IBR)’ 형식의

지역사회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은 IBR

에서의 자원 부족, 제한적인 서비스 환경, 협소한 서비스 범위, 높은 경

제적 비용 등의 문제들을 환기시켰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지

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이 대두하였다.

기능적 지원과 개별화를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지

역사회중심재활은 지역사회의 수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

서 각광받고 있는 재활 모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장애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세계 인구

추정치 69억을 기준으로 전 세계 장애 인구는 1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직

면하여 국제연합(UN) 및 그 산하기구를 비롯한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

장애인 재활기구, 비정부기구뿐만 아니라 선진국 및 많은 개발도상국에

서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발전에 힘쓰고 있다. 중국 역시 장애인 재

활서비스의 일환으로 사구재활(社區康復)1)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1986년 개별적 시범사업이 중국 사구재활의 첫 걸음이었다. 현재까지 볼

때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장애인

재활의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초보적으로 전국에 사구재활서비

스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王孝刚·温晋锋，2016 ).

1) 사구재활(社區康復)은 중국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에 대

해 제1장 제3절에서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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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발표된 「중공중앙 국무원의 장애인사업발전 추진에 관한 의

견」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모든 장애 인구가 이용 가능한 재활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구재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지금

까지 중국 사구재활서비스는 가장 초기 의료적 재활에 치중한 시범사업

의 형태로부터 시작하여 사구재활사업이 각 사구발전계획에 포함되고 나

아가 ‘모두가 이용 가능한 재활서비스’를 실현하는 근본대책으로 되기까

지 꾸준히 현지 실정에 적절하게 맞춰지도록 발전하였고, 이와 동시에

서비스 내용 또한 점차 다원화되었다.

2016년 중국 장애인사업발전 통계공보 결과에에 의하면 2016년 연말기

준 총 947개 시 직할구와 2015개 현(시)에서 사구재활사업을 실시하였고

전국에 7858개의 장애인재활기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354.9만 명의 장애

인에게 사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6년의 354.9만 명은 2015년에

사구재활서비스를 받은 181.4만 명 대비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사구는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주요 제공자로 사구서비스의 보급률

은 장애인서비스의 수준과 장애인사업의 사회화 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

한다고 할 수 있다. 사구재활은 지역사회 내 이용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동원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왔다. 하지만 현재

중국 장애인 사구재활서비스는 주요하게 국가의 주도하에 상의하달

(top-down)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비영리조직을 비롯한 기타 사회주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부족하여 이용가능한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다. 또한 재

활서비스의 대부분은 대, 중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편적으로 규모

와 수량을 중시하고 수준향상을 비교적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재활은 여전히 의료적 재활에 치중하여 진행되고 있

고 전문가 등 인력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빈약한 시설과 접근성 문제

역시 재활서비스의 수준과 효과성의 향상을 제약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

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전국 많은 지역의 사구재활서비스 제공 능력은 아

주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비스체계 역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张金明·赵悌尊，2017).

제 6차 전국 인구조사와 제2차 전국 장애인 표본조사 통계수치에 근거

하면 2010년 기준 중국 장애 인구는 약 8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6.21%에 달하며 유전적 요소, 사고, 질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년 70

∼80만 명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로부터 볼 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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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애인 집단은 하나의 거대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인

구수가 많고 분포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한 만큼 장애인의 욕구 역시 점차

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재활서비스는 장애

인의 수요가 가장 높은 서비스 중 하나로 이는 현재 중국의 부족한 재활

서비스 실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중국의 서비스 상황을

볼 때 정책과 자금, 공공서비스 체계, 재활 및 의료기관 등 현실적 요소

의 제약으로 인해 기존의 서비스는 장애 대상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만 충족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토록 어깨가 무거운 현실에 직면하여 중국 장애인재활서비스의 기초

로써 사구재활은 중국의 장애인 재활, 나아가 장애인 서비스체계를 개선

하고 ‘모두가 이용 가능한 재활서비스’를 실현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강조

되고 있다. 2016년 반포한 ‘장애인 재활서비스 13차 5개년 계획

(2016-2020) 실시방안’ 에서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재활서비스'를 실현

하기 위하여 2020년 까지 장애인의 재활수요에 적합한 다원화 된 재활서

비스체계 및 다차원적 보장 제도를 구축하여 재활수요가 있는 장애아동

과 등록 장애인이 기본적인 재활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

활 조례(残疾预防和残疾人康复条例)」를 실시하여 장애인 사업의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이는 제도적 측면에서 장애 예방에 대한 사

회적 인식, 장애인 재활서비스체계 등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중국에서 재활서비스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

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접근으로서 사구재활은 중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안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따라서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현실적으로 실

천 및 지속가능하고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

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WHO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념을 제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

하면서부터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의 발전에 힘써왔고

이에 관한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진행된 지역사

회중심재활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의 현황과 문제

점 및 대책에 관한 논의(唐斌尧 · 丛晓峰, 2003; 程凯, 2008; 陈菲菲,

2012; 李卓, 2014; 杨丹丽 외, 2014; 卓大宏 외, 2015; 张金明 · 赵悌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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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李令岭 외, 201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역사회중심재활이 상대적

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만 서비스의 내

용 및 전달체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孙晶星 · 姚振强, 2014; 黎

颖强 외, 2014; 刘佩 외, 2016).

국외 관련 논의는 주요하게 WHO 중심의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해 이

루어졌으며(施肖峰, 2004; 张金明 · 赵悌尊, 2011; 银芳 외, 2011; 孟晓 외

2011; 王鹏杰 2015) 특정 국가에 대한 연구는 영국, 일본의 지역사회중

심재활의 서비스 방식, 인력 및 내용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张永强，2011; 刘乐，2011).

중국에서의 사구재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사구재활 서비스체

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

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볼 수 없었으며, 또한 타국의 지역사회중

심재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중국의 사구재활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는 연구는 전무하다.

반면 한국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을 다룬 연구는 접근방식이 다양한 것

을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연구를 보면 크게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전문가 및 장애인의 인식연

구(김찬문·정재훈, 1998; 김찬문·전유진, 2000; 이인학·남철현, 1998), 지역

사회중심재활의 평가 연구(이충휘·이현주, 2003), 활성화 방안 연구(안순

기, 2005; 임태봉, 2006; 김만호·최영신, 2006; 신현석, 2007), 지역사회중

심재활의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조사연구(황병용, 1999), 지역사회

중심재활의 개념에 관한 연구(김용득, 2006) 등도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초기 연구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황병용(1999)의 연구에서는 의왕시 보건소의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사업 방향 설정과 뇌

혈관질환으로 인한 재가 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김찬문·전유진(1998), 이인학·남철현(1998)의 연

구 등을 통해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이후

재활서비스의 활용을 위한 기본 연구 자료를 제공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앞선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지역사

회중심재활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어졌다. 안순기(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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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의 운영실태 및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를 통

해 직업재활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

해 직업재활센터의 전 복지관으로의 확대 설치, 지역연계 및 지원사업의

확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사업안내 매뉴얼의 개정 등의 활성화 방안

을 함께 제시하였다. 임태봉(2006)은 지역사회주민의 참여 및 지역사회

조직화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주민들의 높은 지역사회복지발전 참여의향에

대응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조직사업의 통합화를 통한 지역사회복지운동, 즉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기반을 둔 활성화 방안을 강조하였다. 같은 시

기에 김만호·최영신(2006)은 보건소 중심 CBR 사업을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의 산출분석에서 사용되는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CB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체

의 협력적 체계가 모색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사회복지사 및 다양

한 분양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장애인 가족과 이웃에 대한 체계적 교

육 및 지지 기반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단, 지역사회중심재활

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자는 사

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개입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가족 및 이웃에게 제공되는 교육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현석(2007)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에서 지

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으로 체계적인 지역사

회의 장애인복지 자원 및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망의 구축, 교육훈련의

활성화, 가족의 지지 등을 제시하였다.

위의 활성화 방안 연구 외에도 김용득(2006)은 장애개념의 변화에 부

합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새로운 구조와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기

하였다. 전통적인 CBR 실천의 핵심요소였던 지역사회조직사업 및 사례

관리 뿐만 아니라 장애개념의 변천에 발맞춰 장애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강화 차원에서 장애인의 자조조직화를 또 다른 핵심 요소로 제기하였으

며, 아울러 구조화된 집단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충휘·이현주(2003)는 원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해

원주시 CBR의 요소별 만족도를 조사하여 각 재활서비스의 선호도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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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

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며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에 대한

연구 방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다양한 지역사회중심재활서

비스 활성화 방안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이를 고려하여 개선한 새로운 모형개발 연구가

주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한숙(2008)은 사례연구를 통해 보건소 주관 하에 진행되는 CBR 형

태의 재활서비스를 제안하였으며, 인근 전문재활병원 등의 지역사회 관

련 기관들이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중심재활

모형을 기반으로 한 언어치료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CBR 보편화 가능성

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문적 접근을 보여주었다. 동일한 시기에 김만호·

최영신(2008)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통합을 위한 보건소 중심 CBR의

포괄적 모델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에게 조금 더 포괄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인적자원의 협력관계, 전달체계의 구축, 연계모델

의 마련,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 및 제도 마련, 사회구조 개선과 국민 사

회의식의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장영희 외(2010) 또한 장애인의 복합적

인 욕구들을 충족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CBR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앞

선 연구들과 달리 김용득(2013)은 CBR이 건강이나 사회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인권 등 문제를 반영해야 하며 교육이나 고용의 문

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적으로 설명하면서 ‘지역사회중심

의 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중

심 지원서비스(community-based supporting services, CBSS)’ 모형을

개발하고 활용을 위한 제언도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모형은 장애 대상

자들이 진정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이나 사회복지 이상의

것들까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의 모형개발 연구들 외에도 가령 김지현(2011)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사회로

복귀한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를 적용하여 기능

수준 및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얻으면서 지역사회중심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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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성례 외(2012)는 부산, 울

산, 경남 지역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인식

도와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그 인식도와 필요성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시행되는 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중심재활에서 작업

치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하였

다.

앞서 살펴봤듯 중국과 한국 모두 자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반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활성화 방안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연구들의 배타성이 너무 강하며 모든 연구들의 장점을 반영한 통

합 이론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사회에 성공적

으로 적응시키기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장애인에

게 적합한 사회 환경 구축이라는 관점은 크게 결여되어 있다. 뿐만 아니

라 중국에서의 선행연구를 볼 때, 다른 국가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로서 서로 많

은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비교

분석한 연구는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

과 중국의 사구재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 사

구재활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 제도설계 및 실천의 방향성을 모색함에 있어 많은 국가들은 그

과정에서 다른 선진국들의 그것을 모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체계

를 구축해나가게 된다. 사회정책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및 정책의 설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

험을 통해 그 속에서 교훈과 시사점을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박찬임

외, 2005). 타이라(K. Taira)와 콜리어(D. Collier) 등의 확산이론에 근거

하면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혁신의 주된 이유는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

을 모방하기 때문이며 사회보장제도는 지리적으로 인근 국가로 확산되며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된다(원석조, 2014). 이러한 관점은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서도 충분히 반영된다.

중국은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키고 사회서비스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사회복지영역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둔 한국,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영역에서 학술교류가 날로 활성화됨에 따라 각 국은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서로 다른 경험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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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함으로써 국가 간의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사이의

비교연구도 점차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중 사회복지 관련 연

구들을 보면 노인복지서비스, 연금제도 등 분야에서의 비교연구는 찾아

볼 수 있다. 반면 장애인복지 분야는 한 국가의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연

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가 간의 비교연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

과 중국 사구재활의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장애인

재활복지에서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사구재활의 발전 필요성

을 부각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의 사구재활의 발

전과정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양국의 현황에 대해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 틀을 적용하여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등 네 가지 차원에서 고찰하고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의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의 사구재활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최종적으

로 중국 사구재활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논의를 제시하

고자 한다.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분석 틀은 사회복지정책

을 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석 틀로(원석조, 2014: 41) 사

회복지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정책 선택 과정에서

의 근본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김만호 외, 2011; 심석순, 2017)

정책의 내용 및 발전적 지향성을 분석하는 데에 가장 유용한 분석틀이다

(이진숙·전효정, 2007).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 틀은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의과 중국 사구재

활의 각 측면을 일정한 기준 하에 분석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

구 문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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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의 사구재활의 발전과정

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의 사구재활의 할당, 급

여, 전달체계, 재정 등 네 가지 차원에서의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의 사구재활의 할당, 급

여, 전달체계, 재정 등 네 가지 차원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 3 절 용어의 정의

국가 간의 비교연구를 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통일된 용어의

설정이 필요하다(박병현, 2005). 사회복지 관련용어의 정의와 사용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국가 간 비교에 혼란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비교

연구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

으로 양국에서의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의미 및 사용에 대해 정확하게 살

펴보고자 한다.

CBR은 WHO에서 제기한 개념으로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은 ‘지역사회중심재활’

로 표현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장애인의 성공적인 재활과 사회통합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

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 방법이다(김완호·나영

란, 2006). 여기서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에서 주민들 간에 사회적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공통된 문화를 가지며 그 공동체에 대해 일체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이는 일정한 지역, 주민, 공동체 의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의 일정한 지역은 특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한 마을,

리·면·군, 한 단위 혹은 몇 단위의 행정구역 모두 하나의 지역사회 단위

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추진주체에 따라 민간 주도형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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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중심의 CBR과 국가 주도형 보건소 중심의 CBR로 구분할 수 있

다(김만호·최영신, 2006).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면 장애인복지관은 ‘지역

사회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의 사정과 평가

(진단판정), 사회심리, 직업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 재가복지서비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시설’(한국장애인복

지관협회 홈페이지, 2018)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재가장

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을 위한 각종 상담, 재활치료,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 기타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

로 간주할 수 있다. 국가 주도형의 보건소 중심 CBR사업은 보건복지부

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국립재활원에서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하위체계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형태이며,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서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은 이른바 ‘사구(社區)재활’

로 여기서 지역사회를 뜻하는 ‘community’는 ‘사구’로 표현한다. ‘지역사

회’와 ‘사구’ 모두 ‘community’를 가리키는 용어임은 분명하나, 한국에서

의 ‘지역사회’와 중국에서의 ‘사구’가 과연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나

아가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사구재활’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

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에서의 ‘사구’의 의미를 보면, 이는 사회단체 혹은 사회조직

이 한 영역범위 내에서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큰 집단으로,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며 형성하는

사회생활공동체를 의미한다. 사구의 규모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의 촌, 한 가도(街道), 하나의 현, 시 모두 하나의 사구가 될 수 있으

며 적게는 1500 가구도 안 되는 반면 많게는 5000가구까지 포함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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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애인보장법」에 근거하면 “재활사업은 사구재활을 기초로 실

용적이고 실행하기 쉬우며 수혜범위가 넓은 재활을 중점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중국에서 사구재활은 ‘국가의 주도하에 사

구재활사업을 사구건설계획에 포함시켜 사구의 이용 가능한 인력, 물력,

재력, 문화 등 자원을 동원하여 장애인을 위해 접근성이 편리한 재활의

료, 심리적지지, 훈련지도, 보조기구 및 재활상담, 연계, 정보 등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구재활사업의 주요 서비스기관은 사구건강관리서

비스(Community Health Service)기관으로 도시 사구건강관리서비스센터

(Community Healthcare Center), 향진(乡镇) 보건원과 촌 보건실을 포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중국 장애인연합 및 민정부를 비롯한 14개의 부서

에서 2000년 8월에 발표한 「사구 장애인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에 따

르면 사구에서 장애인서비스사업은 사구주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구주

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사구장애인협회 및 사구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통해

추진된다. 여기서 사구주민위원회는 행정구역 구분기준으로 구분되는 하

나의 ‘구’를 지역단위로 형성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중국에서의 사구재활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써의 ‘사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의 ‘지역사회’ 개념과 중국에서의 ‘사구’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사회’와 ‘사구’ 모두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구성된 공동체라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경우 일정한 지역적 범위가 정

해져 있지 않은 반면 ‘사구’는 흔히 하나의 행정구역으로써의 기능을 수

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사구재활’의 경우 하나

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사구 내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실시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은 기본적으로 특

정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약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의 범위를 보건소 중

심의 그것으로 한정하여 논의한다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이 각 구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는 단일 행정구역 단위의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사구재활’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범위의 한정 여부를 막론하고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사구재활’은 모

두 일정한 지역범위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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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사구재활’은 비교 가능

한 것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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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장애의 정의

‘협의의 장애’는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 저하를 의미하는 의학적 수준

에서의 정의를 일컫는다. 이에 반해 ‘광의의 장애’는 단순한 의학적 측면

의 손상을 넘어 이의 직접적 결과로서 발생하는 능력저하와 사회적 불리

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80년에 ‘광의의

장애’를 장애의 기본 개념으로 공식 정의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장애의 개념은 각 사회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사회

적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 즉,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들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어떤 정책

적 수단을 마련하는지에 따라 장애의 개념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노동능

력의 가치가 중요시되며 장애는 사회적 부담이자 제거 대상으로 여겨졌

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사회적·정서적으로 고립됐으며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게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으로 넘어와 복지사회가 도래하면

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장애가 생긴 사람들에 대한 원조

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시작했고, 사회는 보다 넓은 관용과 수용으로

이들에 대한 긍정적 원조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렇듯 장애에 대한 인식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 점차 개인만의 책임에

서 사회 전체의 문제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는 장애의 신체적 손상 측

면을 강조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의

측면에서 장애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춰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장애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 ICIDH) 체계를 통한 장애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ICIDH 체계는 장

애 개념을 손상(impairment)과 기능제약(disability)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handicap)으로 개념화하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때의 손상은 병리적 상태, 기능제약은

손상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의 제약, 그리고 사회적 불리는 개인의 정상적

사회생활의 제약을 의미한다. 그러나 ICIDH 분류체계는 사회적 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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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기 위해 장애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형성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1997년 새로운 장애분류표인

ICIDH-2를 확정하였다. 장애를 손상, 활동, 참여라는 세 차원의 상호관

련성의 측면에서 바라본 ICIDH-2는 단순히 손상이 기능제약이나 사회적

불리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대신 장애란 개인의 건강상

태와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나타나는 것이라 하

였다. ICIDH-2는 장애의 개념을 개인에서 사회의 범주로 확대하며 장애

와 비장애의 경계를 무너뜨렸으며, 장애문제가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끔 유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현장 검증을 통해 2001년 ICIDH-2를 보완한 국

제기능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 ICF)를 최종 승인하고 공식적 장애분류체계로 통용될 수 있게

끔 하였다. ICF는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개인의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 및 개별적 요

소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장애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ICF는 건강과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하는 과학적 기초가 되며, 여러 대조군 자료들의

비교가 용이하게끔 해주며 건강정보체계의 체계적인 기록수단을 제공한

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정책입안자 및 장애인들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공통언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ICF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건강

관련요소를 설명해주는 보편적 분류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손상, 능력 장애, 그리고 사회적 장애의 일방향적 관계를 논했던 초기

ICIDH와는 달리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통합을 통해 인간의 기능

과 기능 제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분류체계

와 언어사용을 긍정적이고 환경지향적인 방향으로 수정했다는 점에 의의

가 있다.

장애에 대한 정의는 한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여건

과 수준에 따라 변화한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르

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

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신체적 장

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신체적 장애는 크게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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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안면장

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간질

장애, 요루장애, 장루)로 구분되며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IQ)，정신장

애(정신분열병 등), 발달장애(자폐성장애)를 포함한다(장애인 실태조사,

2014). 이러한 장애의 판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등급판정기

준」에 근거한다.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은 장애정도에 따라 각각의 기준

에 따라 1급∼6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장애등급 판정

은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 및 장애유형별 전문의로부터 발급받은 장

애진단서를 비롯하여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서류를 심사하는 과

정을 거친다.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근거

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완료 시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결과를 통보하

며 최종적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

한국과 유사하게 중국에서의 장애 판정 역시 등급제에 기반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장애인보장법(中華人民共和國殘疾人保障

法)」에 따르면 “장애는 심리, 생리, 인체 구조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

로 기능을 상실하여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다중장애

등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각 장애유형은 「중국장애인실용

평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유형별 기준에 근거하여 이에 부합되

는 자에 한하여 장애인증을 발급한다. 장애 평정은 현(县)급 장애인연합

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경우는 청구

인의 장애 특징이 뚜렷하여 장애기준에 근거하여 장애유형 및 등급을 용

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자의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공동심사

를 통해 장애 특징과 직관적 평가를 직접 기록하여 장애평정 결과서를

작성한다. 이 외,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한 직접적인 평정이 어려운 경우

에는 반드시 현(县)급 장애인연합에서 지정한 병원 혹은 전문 의료기관

에서 진단을 통해 장애평정 결과서를 작성한다. 장애인연합에서 직접 작

성한 장애평정 결과서와 지정 병원 혹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장애

평정 결과서는 초심을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시(市)급 장애인연합

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장애인 평정기준에 부합되고 현(县)급 장애인연합

의 초심결과가 정확하며 절차에 부합되는 자에 대하여 시(市)급 장애인



- 16 -

연합에서 장애인증 발급을 승인한다. 장애인증에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을 명시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다중장애를 제외한 여섯 가지 장애는

모두 1급∼4급으로 분류하고 다중장애의 등급은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의 등급을 따른다.

제 2 절 장애 개념의 변화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의 도입

장애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크게 장애의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로 설명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장애에 대한 관점은 개인의 생물학적 손

상에 초점을 맞춰 장애가 의료전문가들의 치료를 통해 제거될 수 있음을

강조하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였다(김용득, 2002). 과

거 의료적 모델은 의학적 시각에서 장애를 개인의 기능적 제한으로 간주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장애를 구성하는 사회적 요소를 간과하였다는 점에

서 의료적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모델이 제기

되었다. 사회적 모델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장애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 제공의 실패에서 찾는 모델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의 개선을 사회의 집합적인 책임으로

바라본다. 또한 환경적 요인들이 점차적으로 강조되면서 장애를 바라보

는 관점은 기존의 의료적 모델 뿐 아니라 사회적 모델까지 반영한 복합

모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장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더불어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장애

당사자들의 자기 결정권 또한 중요시한다. 또한 장애를 설명함에 있어

긍정적 용어의 사용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

에 대한 정의에서 손상, 사회적 불리 등의 부정적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 등의 개념을 중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김용득, 2006).

서구에서는 이러한 장애개념의 변화에 발맞춰 장애인복지서비스 또한

여러 변화를 겪어왔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장애인을 ‘병자’라 일컫는

의료적 관점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성장과 적응을 유도했다. 하지만

‘과연 지역사회서비스가 장애인의 독립성 향상과 사회통합을 유도했는

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즉, ‘개인에게 환경을 적응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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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관점의 부재 및 서비스 향상의 실질적 결과물 부족이 문제시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에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구성원

(community membership)으로 바라보고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통합, 개

별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기능적 지원(functional

supports), 즉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

용득, 2012: 274-275). 세계적으로 장애에 대한 관점이 질병, 불행, 개인

책임 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차별, 사회적 책임, 적극적 지원 등

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다(김용득, 2012).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이러한 흐름은 앞선 서비스들

과는 달리 인간관계, 서비스의 융통성, 기능적 지원과 개별화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자기결정을 통해 자발적인 지역사회 참여

를 도모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역시 장애

를 치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적합한 사회

적 환경요소를 강조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인정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실천하는 방향으

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발전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서비스로 표현이

된다.

1978년 일차건강보건회의에서 채택된 알마아타선언에서 내세운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과거 재활사업의 주를 이루던

시설중심재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WHO는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개념을 발표하였다. 이전 시설중심재활의 가장 큰 한계로 꼽혔던 점은

바로 ‘시설중심 보호서비스의 현실적 한계 및 비효율성’이다. 즉, 시설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숫자가 전체 장애인의

2-3%에 불과하여(신현석, 2007) 그 한계가 뚜렷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

설 내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수용자에 한해서만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배타성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장애인들

이 사회에 적응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재활의 궁

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의 장기적인 수용이 장애인들을 사

회로부터 격리시킨다는 점에서 재활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다

(이인학·남철현, 1998). 결국 기존의 시설중심재활이 기회균등 및 사회참

여의 원리에 위배되기에 당시 지역사회중심재활로의 전환은 시설중심재

활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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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재활의 첫 시작은 개발도상국 내 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시도에서부터 출발하였다(Taylor & Jones,

2005). 주로 도시지역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의 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비전문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10년간의 노력을 거쳐 1989

년 WHO는 지역사회중심재활 매뉴얼 “Training in the commun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을 출판하였는데, 이는 지역사회중심재활에 필

요한 기본적 내용·체계를 담는 등 이후 지역사회중심재활의 활성화를 위

한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지역사회중심재활은 국

제 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2003년 5월 헬싱키에서 개최

된 ‘국제 지역사회중심재활 회고 및 자문회의’에서는 지역사회중심재활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중심재활을 지역

사회 전반의 발전계획에 융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어 2004

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ESC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발표

한 「지역사회중심재활 공동의견서 (CBR Joint Position Paper)」에 의

하면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활로, 장애

인의 재활, 기회균등, 빈곤 감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전반적 발

전전략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재활전략은 지역사회,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역사회주민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기회균등

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지역사회중심재활의 발전을 위

해 정책적 틀을 제공하였고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이념이 과거 장애인을

위한 자선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장애인의 권리로 전환되었다. 가장 최

근에는 2010년 ILO, UNESCO, WHO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 안내지침

(CBR Guidelines)」을 통하여 건강, 교육, 생계, 사회, 역량강화 등 5개

영역의 25개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는 통합(inclusion),

참여(participat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역량강화(empowerment),

자기옹호(self-advocacy) 및 장벽 없는 환경(Barrier Free Environment)

등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중심재활도 장애의 개념의 변화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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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에 상응하는 발전을 이루어 왔다.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초기 일차보

건의료(Primary Health Care)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 일차보건의료 서비

스 네트워크를 이용하였다. 서비스의 주요대상은 장애인으로 개인의 심

신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4년 “지역사회중심재활 공동의견서”

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장애인 및 그 가족, 장애인 조직과 장애인 소

재의 지역사회 및 관련된 정부와 민간단체, 의료, 교육, 직업, 사회기구와

기타 조직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제기한바 있다. 이는

장애인 재활 이념의 변화, 즉 장애인의 재활모델은 의료적 모델로부터

사회적 모델 혹은 복합적 모델로 발전되고, 지역사회중심 모델은 단일

조직 혹은 단일 분야 책임으로부터 복합적 조직 혹은 복합적 분야의 책

임으로 확장됨을 반영하였다. 과거 의료적 모델이 개인의 기능 회복을

사회복귀의 전제로 하여 그 중점을 ‘개인의 기능 제한’에 두었다면, 지역

사회중심재활은 그 범위가 보다 확장되어 장애인의 사회복귀의 주요책임

을 사회로까지 확장하여 환경적, 권리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장애인은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 각 영역의 통합적인 노력을 통해 재활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비의료기관 및 장애인단체의 지지 그리고 장애인

의 재활 수요에 힘입어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사회적 모델의 추세를 나타

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전통적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난 지역사회중

심재활은 장애인 재활사업의 주요 발전추세로 자리매김 하였다.

현재 90여개의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기본욕구를 만족시키며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처음에는 자원이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하였지만 끊

임없는 빈곤과 장애에 대처하면서 장애인의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을 개

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분야 접근법으로 그 성질이 변하였다. 특히 장

애인 당사자 혹은 가족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계획 및 평가과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는 권리 지향적 서비스라는 특징을 갖고 있

다(김완호·나영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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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틀 및 연구방법

제 3장에서는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분석 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연

구대상의 선정, 비교연구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의 발전과정을 이해

하고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 틀을 적용하여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등 네 가지 차원에서 현재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사

구재활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지역사회

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사구재

활의 향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방법을 이용한 비교연구이다. 우선, 한국과 중국

및 해외 선행연구와 기타 형태의 문헌을 통해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을 전반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길버

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내용으로 분석 틀을 구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여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

간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1 절 분석 틀

1.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 틀

사회복지정책분석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문

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정책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는 차후 정책 대안 모색, 정책 평가 및 공공문제와

사회현상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Dunn, 1994;

Dobelstein, 2003; Segal, 2013: 81; 심석순, 2017 재인용).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은 정책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

을 주는 유용한 도구로(신연희, 2013)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그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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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임애덕, 2015).

Prigmore & Atherton (1979)은 문화적 가치, 영향과 의사결정, 지식, 비

용과 수익 등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특정 사회적 및 문화적 가치, 그리고 지식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Chambers는 정책목표와 급여, 자격, 재정, 서비스 전달 등 영역별 평

가기준을 활용한 가치 비평적 정책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한편,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 틀은 초점을 정책과정에 둔다. 이는 사회

복지문제를 다루기 위한 선택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분석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일정한 틀을 활용해 축적된 증거자료들을 분석하여 향후에 정

책 기획 과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임애덕, 2015; 심

석순, 2017)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에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신연

희, 2013; 이정훈·최인규, 2013; 이종택·심미승, 2015; 전용호, 2012; 임애

덕, 2015; 심석순, 2017; 김경민 외, 2013; 이진숙·전효정, 2010; 백혜영·강

현아, 2016). 이러한 장점들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작

용할 수 있어 Gilbert & Terrell의 분석 틀이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Gilbert & Terrell은 선택적 차원에서 할당(Allocation), 급여(Benefits),

전달(Delivery), 재정(Finance) 등 4가지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Gilbert.

N. & Terrell. P, 2010; 원석조, 2014).

첫째는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누가 급여를

받는가?’, 즉 대상체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 보

편주의적 가치와 선별주의적 가치가 대립한다. 보편주의는 급여를 일종

의 사회권으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고 바라본다. 반면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정책 급여가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

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사회적 급여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무엇

을 받는가?’, 즉 급여체계를 의미한다. 급여형태는 기본적으로 현금급여

(in cash)와 현물급여(in kind)로 구분되는데 실제로는 보다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난다. Gilbert & Terrell(2010)은 사회적 급여를 기회

(opportunities), 재화(goods), 서비스(services), 상환권 및 세금감면

(vouchers and tax credits), 권력(powers), 현금 등 여섯 가지 형태로 분



- 22 -

분석차원 의미 선택의 대안

할당

(Allocation)

수급자격

대상체계

귀속욕구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

보상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한 집단 구성원

진단적 구분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의 필요 여부를

전문가에 의해

분류심사

자산조사 욕구
자산조사에 근거한

자격부여

류하였다(원석조, 2014: 56). 각 급여는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어

급여형태 결정 과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회의 가치적 지향성을 상당 부

분 반영하고 있다(이진숙·전효정, 2010).

셋째는 ‘사회적 급여 전달에 있어서의 전략적 측면’에 관한 것으로 ‘어

떻게 급여를 받는가?’, 즉 급여의 전달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급여의 공

급자와 수급자 간의 조직체계로 전달체계의 전반적인 구조, 전달 단위의

지리적 위치, 권한의 소재, 전달 단위들 간의 연결, 담당 인력의 자질과

능력 등에 관한 선택이 포함된다.

마지막은 ‘사회적 급여 기반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

한 것으로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 즉 재정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재

원을 마련함에 있어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중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사용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과 민간 재원 모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

다. 이러한 재원의 출처에는 조세, 정부보조금, 기부금, 이용료, 모금 등

이 포함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대상과 급여체계가 ‘누구에게’(who) ‘무엇을’(what)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전달체계와 재정은 그런 것을 ‘어떻게’(how) 할 것인

가, 즉 어떻게 전달하고 그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원석조, 2014: 42).

<표 1>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의 4가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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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Benefits)

급여종류

급여체계

기회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유인과 제재(incentives

and sanctions)

서비스
수급자를 위한 제반

활동

재화
식품, 피복, 주택과 같은

상품

상환권 및

세금감면

구조화된 교환가치만

있는 급여

현금
구매력 행사에 제한이

없는 급여

권력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

전달

(Delivery)

전달방법

전달체계

조정(coordinati

on)과 시민참여

정책결정권한과

통제력의 재구조화

전략

역할연결과

전문가의 철수

업무배치의 재조직화

전략

접근구조의

전문화와

의도적인 중복

전달체계의 조직구성

변화전략

재정

(Finance)

재정마련

방법

재정체계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과 민간

재원의 혼합

조세, 정부보조금,

기부금, 이용료, 모금 등

출처: 원석조. (2014), 사회복지정책론; Gilbert. N. & Terrell. P.(2010),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재구성.

2. 본 연구의 분석 틀

Gilbert & Terrell의 분석 틀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합하도록 분석 틀을 구성하였으며 그 분석 틀 및 세부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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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기준 분석내용

할당
Ÿ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Ÿ 서비스 대상자 현황

Ÿ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

Ÿ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에 우선

순위가 있는가?

급여

Ÿ 서비스의 유형

Ÿ 대상자의 주체적 권리

Ÿ 장애유형 및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욕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Ÿ 서비스 유형에 대한 결정 권

한을 갖고 있는가?

전달

체계

Ÿ 서비스 조직체계

Ÿ 서비스 인력

Ÿ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Ÿ 서비스 전달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의 구성은 어떠한가?

Ÿ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이 전

문성을 갖고 있는가?

Ÿ 서비스 대상자, 가족, 지역주

민들이 서비스 관련 의사결

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Ÿ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크가 활

성화되어 있는가?

재정
Ÿ 재정의 원천

Ÿ 예산 규모

Ÿ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각각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Ÿ 예산의 규모는 적절한가?

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의 차원에서 서비스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어떠한 자격조건

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서비스 대상자의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급여의 차원에서는 서비스 형태와 유형, 장애유형 및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욕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대상자

가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분

석하고자 한다.

<표 2> 본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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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달체계 차원에서는 서비스 전달을 위한 조직체계의 구성; 서비

스 담당인력의 구성;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의 전문성 정도; 서비스 대

상자, 가족,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관련 의사결정과정 참여 여부; 지역사

회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재정의 차원에서는 재원에 대한 가치기준으로써 공공재원과 민

간재원을 각각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예산의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의 사구재활을 비교분

석 하고자 하며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체계를 분석함에 있어 그 범위를 한

국 전체가 아닌 ‘서울특별시’ 지역에 한정지어 상정하고자 한다. 첫째, 서

울특별시는 2017년 기준 등록 장애 인구가 2,511,051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 인구가 밀집해 있어 서비스 욕구가 가장 다양하게 표현

된다. 둘째,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가장 많다. 서울

시 소재 보건소는 현재 총 25곳으로 전체 보건소의 10%를 차지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장애인복지관은 총 49개소로 전국 230개소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는 바, 국내에서 가장 광활한 범위의 지역사회

중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서울은 지역사회중

심재활사업의 첫 시범지역으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전반 발전과

정의 고찰이 가능하다. 이처럼 서울특별시는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서비

스 제공 주체 및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가 활

성화되어 있는 바, 본 비교연구에서 대한민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대표하는 도시로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의 사구재활은 국가의 주도하에 사구건강관리서비스센터를 중심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넓은 지리적 면적으로

인해 지역 간의 경제수준 격차가 크고 각 지역의 특징이 뚜렷하다는 점,

그리고 복잡한 사회체계로 인해 중국 사회 전반에 걸친 정량적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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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교 가능한 연구대상을 선정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중국의 사구재활을 ‘광둥

성(广东省)의 사구재활’로 상정하고자 한다.

첫째, 광둥성의 등록 장애 인구는 2015년 기준 약 130만 명으로 전체

중국 장애 인구의 4%를 차지하는데, 이는 중국 전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최대 규모인 GDP 8억 위안

(2016년 기준)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 규모가 상당히 큰 지역이다. 실제

로 광둥성은 이러한 이유로 사구재활의 첫 시범사업 대상 지역들 중 하

나로 선정되어 초기부터 사구재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밀

집되어 있는 장애 인구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사구재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재활 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

가들의 숫자가 약 20,000명으로 전체 전문가의 8%를 차지하며 중국 전

역에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재직 중이다. 셋째, 사구재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 직할구가 총 67곳으로 이 또한 중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

이다. 이렇듯 광둥성은 단순히 많은 장애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구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전문가의 숫자 또한 많으며 풍부

한 재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광둥성을 대

표 지역으로 선정하여 중국 사구재활 서비스의 양상 및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비교연구

안상훈(2002)에 따르면 사회과학연구에서 한 사회의 특정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는 다른 사회의 동일 부분과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사회를 분

석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단위에서는 비교연구를 통한 정책분석이 사회

과학적 이론의 일반화를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유

사한 제도를 보유한 국가들 간의 비교는 현행 제도의 수준을 정확히 이

해하고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 설정에 대해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

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 연구는 국가를 분석단위로 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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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방식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의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에 대하여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등 차원에서 각각 분석함으로써 양국 제도의 이념적·실천적 측면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중국 사구재활의 효

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한국과 중국 비교의 의의

한국과 중국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유사점을 갖고 있

다. 첫째, 두 국가는 유교주의 복지국가라는 공통적인 문화적 배경을 공

유하고 있다. 김교성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권 국가들은 유

교로부터 비롯된 가족책임주의가 핵심을 이루는 가구경제 중심의 복지국

가이며, 따라서 서구의 관점에서 이들의 복지를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하

다. 따라서 유교주의 복지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비교는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준거 틀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 모두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에서의 장애 발생 증가 현상을 경험하

고 있다. 「한 눈에 보는 2017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체 장애 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54.6%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중국

의 장애 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율 또한 2016년 「중국 장애인 사업 통

계 연감」에 따르면 39.3%에 육박한다.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은 사회복

지 차원에서 사회 및 경제적 배경의 유사성을 공유하기도 한다.

물론 한국과 중국은 체제상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확연한 차이

가 존재하며, 이러한 체제상 차이가 초래하는 상이점 또한 당연히 존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유사점과 더불어 다양한 공통점 및 특징

을 통해 본 연구에서 한국과 중국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중국에서 사구재활은 1991년에 처음으로 국가의 “제8차 5개년(1991년

-1995년) 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이 시기는 중국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

제가 이론적으로 확립되고 이를 수립하기 시작한 단계였다. 중국은 개혁

개방과 더불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왔

지만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이러한 사회경제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고 한계점도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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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재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

국의 사구재활은 초기단계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한편, 자본주의 시장경

제체제에서 도입되고 발전 및 추진되어 온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은

발전단계의 차원에서 볼 때 중국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을 것이다. 따

라서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구재

활의 활성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분명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사회경제 구조와 체제에서 상이한

발전의 길을 걸어온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후속 관련 연구를 위해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특수성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많은 학자들에게 특수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로, 사회주의체제와 폐쇄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발전해온 다양한 정책들은 기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수한 성질

을 갖고 있다. 또한 가장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특성 중 하나가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갖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량적·정성

적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이성 때문에 중

국은 국가별 비교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차피 그

어디에도 모든 특성을 공유하는 ‘보편적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비

교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있어 뚜렷한 상이점이

나 공통점이 발견된다면 그 가치가 인정된다(정주연, 2012).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의 사구재활이 수많은 상이

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분석하

는 과정에서 공통점의 특성 및 그 원인 등 더욱 가치 있는 의미를 도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고 양국의 현황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등 4가지 차원에서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문헌

자료는 지역사회중심재활 관련 법률자료, 국가기관 관련 통계자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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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색어

‘사구재활’, ‘장애인 재활’, ‘장애인 사업’, ‘장

애인 서비스’, ‘CBR’, ‘지역사회중심재활’, ‘장

애인 재활’, ‘Gilbert & Terrell’, ‘비교사회정

책’, ‘장애개념’, ‘사회복지정책’

지침자료, 관련 정부기관 발표 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서적 및 기타 인터넷 자료 등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 국립재

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청,

서울시 보건소 등을 통해 관련 정부 문건과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한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관련 학술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검색어로는 ‘CBR’, ‘지역사회중심재

활’, ‘장애인 재활’, ‘Gilbert & Terrell’, ‘비교사회정책’, ‘장애개념’, ‘사회복

지정책’ 등을 사용하여 26편의 학술지 논문과 8편의 학위논문, 3건의 해

외 학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외 관련 서적, 학술대회 발표자료

및 인터넷자료를 참고하였다.

중국 사구재활에 대한 자료는 중국 국가통계청(统计局), 중국 장애인연

합 홈페이지, 장애인사업 통계연감(统计年鉴), 제2차 전국 장애인 표본조

사 데이터, 민정부(民政部) 홈페이지, 광둥성 장애인연합, 광둥성 장애인

재활센터 등을 통해 관련 정부 문건과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그 외, CNKI2), WANFANG DATA3), National Center for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s Documentation4), 국가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술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색어로는 ‘사구재활’, ‘장애인 재활’, ‘장애인 사

업’, ‘장애인 서비스’ 등을 사용하여 51편의 학술지 논문과 6편의 학위논

문을 수집하고 관련 서적 및 기타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였다. 그 외,

UN과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지역사회중심재

활, 통계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검색어 및 자료출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 주요 검색어 및 자료출처

2) 중국 학술연구정보 사이트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CNKI)

3) 학술정보 사이트 Wanfang Data Knowledge Service Platform

4) 국가 철학 사회과학 문헌센터(国家哲学社会科学文献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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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Ÿ CNKI [http://www.cnki.net/]

Ÿ WANFANG DATA

[http://www.wanfangdata.com.cn]

Ÿ National Center for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s

Documentation

[http://www.ncpssd.org/]

Ÿ 국가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c.cn/]

Ÿ 광둥성 장애인연합[www.gddpf.org.cn]

Ÿ 광둥성 장애인재활센터[www.gddprc.org.cn]

Ÿ 보건복지부 [www.mohw.go.kr]

Ÿ 국립재활원[http://www.nrc.go.kr/]

Ÿ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https://edi.kead.or.kr]

Ÿ 국회도서관 [https://www.nanet.go.kr]

Ÿ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http://library.snu.ac.kr/]

Ÿ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Ÿ 서울시청 [http://www.seoul.go.kr]

Ÿ UN [http://www.un.org/]

Ÿ 세계보건기구 [www.who.i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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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의 발전과정

제 4장에서는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 각각의 시작

부터 현재까지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추세 등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에 대하여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주요하게 정책적 측면

에서 양국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의 발전과정

한국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첫 시작은 1985년 한국 장애인재활

협회가 신림동과 청원군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이다(김병식, 1996). 그 후

1987년 전주예수병원에서 전라북도 완주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을 실시하였다(신현석, 2007). 그러나 민간재정에만 의존하여 지속되

지 못하였으며 1992년 정부는 장애인복지관 및 기타 시·도 복지관을 중

심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 ‘순회재활서비스센

터’를 부설조직으로 두었고 1997년에는 재가복지사업으로 편입되어 지역

사회중심재활의 형식으로 실시되었다(김용득, 2006). 현재 전국 장애인복

지관은 총 230개소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8).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실시하는 핵심

기관으로,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역시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1993년 서울 및 경기지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서울 도봉구와 경기도 남양주시 보

건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어 경기도 전 보건소에서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0년에 처음으로 전국 16개 거점 보건소를 선정

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기준 전국 재활사업

운영보건소가 254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발전은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정책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는 복지사업의 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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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확산하는 단계로 「장애인복지법」으로의 개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적 개정, 「노인·장애인복

지 종합대책」의 수립,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의 주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1997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나아가 사

회참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8년 이후는 선진국 수준으로의 도약 및 사회통합 단계라 할 수 있

다.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년-2002년)’의 출범과 함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장애인의 복지 확대, 고용 촉진, 특수교육

의 강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해 장애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은 장애인과 일반 시민

이 대등한 위치에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구

체적으로 복지 향상 분야의 세부계획에 장애예방사업의 강화, 장애 범주

확대, 장애인 생활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등 자립기반 강화, 지역사회기

반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시켜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도모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장애의 발생 요인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

응하고 장애인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를 수립 및 추진하였다. 이전의

10년에 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는 장애아동 치료서비

스를 지원하고 시·도별 재활병원을 확충하는 등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

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재활전문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지

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장애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위원회 및 센터를 설립하는 등 재활훈련교육 시스템을 전문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을 개편·확충하고 주거서

비스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장애인의 지역 사회 참여 및 활동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다. 여성장애인 어울림

센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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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거점 기반 또한 마련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정책종합

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3-2017)’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권

역재활병원 및 지역사회 재활병원 간의 네트워크 확립을 통한 의료재활

서비스 공급체계 확립,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보건소의 확대 등

을 추진하였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상태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및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다. 한국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의료이용 과정의 불평

등을 해소하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 혹은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최종적

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필요로 하여 추진해왔다.

제 2 절 중국 사구재활의 발전과정

중국의 사구재활 발전과정은 국가 정책의 흐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구재활의 시작 단계에서 실시한 ‘3종 재활’ 단계이다.

1986년 광둥성, 산둥성, 지린성, 내몽골자치구 등 지역에서 사구재활 시

범사업을 시작하였다. 1988년 중국 장애인연합은 ‘중국 장애인사업 5개년

사업개요’를 발표하여 ‘3종 재활’, 즉 백내장 개안 수술, 청각장애아동 청

각언어훈련 그리고 소아마비 후유증 치료수술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는 사구재활이 국가계획에 포함되어 실시된 단계이다. 이 시기

에는 사구재활이 국가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연속 포함

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제8차 5개년(1991년-1995년) 계

획’에서 장애인의 사구재활 실시방안을 독립적인 재활사업으로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구재활이 시작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일부 성(시)

에 재활센터를 설립하여 의료예방보건 사회서비스 장애인조직, 민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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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공기관 등에 의거하여 사구재활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사구재활사업

을 실시하였다.

이후 ‘제9차 5개년(1996년-2000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장애인 사구재

활사업을 사구건설계획에 포함시켰다. 또한 사구의료서비스, 특수교육,

사구문화 등을 통합하고 각종 재활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회주체 및

장애인의 적극 참여를 제창함으로써 사구재활사업의 사회화 노선을 제기

하였다. 이는 중국 사구재활사업이 사회화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주

는 중요한 시기였다. ‘제10차 5개년(2001년-2005년) 계획’ 기간은 중국식

사구복지를 적극 추진한 시기로, 특히 2002년 제3차 전국장애인재활사업

회의에서 “재활을 사구에서, 서비스를 가정에서”를 ‘모두가 이용 가능한

재활서비스’ 목표를 실현할 중요조치로 제기하여 사구재활의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사구재활을 전국적으

로 추진하였다. 현(县) 단위의 장애인재활서비스기관을 설립하고 중국 재

활연구센터, 중국 청각장애아동 연구센터 등 기관에서 관리전문가 및 재

활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을 위해 업무지원을 하였고 사구재활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였다. 2002년 「장애인 재활사업의 추가 강화에 관한 의

견」에 의하면 2015년까지 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재활서비스’ 목표

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구재활을 적극 추진하고 재활서비스를 가정에 도

입’하는 것을 중요조치로 하였다. 또한 2005년 「장애인 사구재활을 도농

건강관리서비스에 포함시키기 위한 의견」에서 사구재활의 용이한 접근,

경제적 실용, 간편한 실행은 절대다수의 장애인이 재활서비스를 받고 나

아가 사회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형식이라고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구재활의 적극 추진으로 2005년 말, 사구재활서비스사업은 총

621개 시 직할구, 1086개 현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제11차 5개년(2006년-2010년) 계획’ 기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을 수정 및 실시하였다. 또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장애

인사업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국무원 관청의 장애인 사회보장체계

와 서비스체계 건설의 추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중국 장애인사

업 ‘제11차 5개년 계획’ 발전개요 및 실시방안」 등 중요한 정책들을 잇

달아 반포함으로써 사구재활에 대한 중시를 한층 더 강조하였으며 공공

서비스체계와의 연결 및 융합을 촉진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전국 80%의

시 직할구와 70%의 현에서 규범화된 사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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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장애인에게 사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제기하였다.

「전국 장애인 사구재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동원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장애인

사구재활의 보급률을 확대하였으며 사구재활의 규범화 발전에 기여하였

다.

‘제12차 5개년(2011-2015) 계획’ 기간 동안, 국무원에서 발행한 「장애

인 초요(小康,well-off)5)과정의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에서는 재활기

관에서 사구와 가정을 통해 재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

와 더불어 「사구재활 ‘제12차 5개년 계획’ 실시방안」에서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사구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사구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에서

규범화 된 사구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명

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제13차 5개년(2016년-2020년) 계획’이 수립된 시기로,

이 기간 동안 사구재활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였다. 2016년 8월 전

국 의료 및 건강대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모두가 이용 가능한 재활서

비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모두

가 이용 가능한 재활서비스’ 목표를 다시 한 번 제기함으로써 사구재활

에 대한 사회 전반의 지지를 불러일으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구재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또한 2016년 8월 국무원

에서 반포한 「‘제13차 5개년 계획’ 장애인 초요과정 계획개요」에서는

장애인의 기본재활수요를 보장하고 건강관리 및 사구재활을 강화해야 한

다고 제시하였다. 해당 계획개요에서는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수요가 있는 장애아동과 등록 장애인이 기본적인 재활서비스를 받는 비

율이 80%를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국 장애인연합 등 5개 부

서에서 공동으로 제기한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13차 5개년 계획’ 실시

방안」에는 정확한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 건강관리와 사구재활

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정확한 식별, 맞춤 서비

5) “초요사회(小康社会, well-off society)”는 중국식 현대화를 일컫는 용어로 한국에서는

“소강사회”로 번역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1979년에 처음으로 제기된 개념으로

1980년대 기준 250달러였던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을 20세기 말까지 800달러에 도

달하는 것을 초요사회 건설의 목표로 하였다. 그 후 2000년 중국공산당 제15기 제5차

전체회의에서 경제, 정치, 문화 등의 “전면적인 초요사회 건설”이 제기되어 2002년 제

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전면적으로 초요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하였다. 여기서 “초요”수준은 국가에서 16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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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섬세한 관리”를 통해 정확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구재활

서비스의 전문화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17년 1월 1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는 중국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사업이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였음을 상징하며 장애인의 ‘모

두가 이용 가능한 재활서비스’ 목표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법적 지지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사구재활이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사업에서 가지

는 중요한 영향력을 부각시켰다.

한편, 중국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논의함에 있어 ‘사회복지 사회화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978년 개혁

개방(Chinese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의 시작과 더불어 중국

은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점차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

제로의 전환을 이루어왔다. 기존의 계획경제체제하의 사회복지사업은 전

적으로 정부에서 담당하였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사회경제는 급

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사회복지영역의 발전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

였다. 경제성장 단계에서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또한 대중의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국가에서 「두 자녀 정책」규제를 완화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영유아와 노인의 돌봄 수준에 대한 요구가 제고되었고 양

로보험(연금), 의료보험을 비롯한 기타 사회문제가 심화되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정부는 정부와 기타 사회주체가 공동으로 협력

하여 복지수요가 있는 사회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복

지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사회화’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

회복지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을 위한 사구재활’이 제기

되었고 점차적으로 현재까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부터 볼 때 이는 처음부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실시한 지역사

회중심재활과는 조금 다른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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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의 현황 및 차이점

제 5장에서는 한국 서울시의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광둥성의 사구

재활 현황에 대하여 각각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등 네 가지 차원에

서 분석하고 양자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비교하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의 사구재활은 모

두 WHO에서 제기한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지침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재

활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정책 형성 과

정이 해당 국가의 사회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역사

회중심재활과 중국의 사구재활은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분석 틀에 근거하여 할당, 급

여, 전달체계, 재정 등 네 가지 차원에서 각각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지역

사회중심재활과 사구재활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제 1 절 할당

1. 서비스 대상자 자격조건

(1)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

지역사회중심재활의 할당, 즉 ‘누가 급여를 받는가?’ 라는 문제는 결국

서비스 대상자에게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서비스 급여의 대상 집단은 지역사회 내 주거하고 있는 장애인

으로, 주요하게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과 보건소를 통해 서비스를 제

공받는다. 보건소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받는 모든 인원을 보건

소의 관리대상자에 포함시킨다. 보건소 관리대상자는 크게 등록 장애인

정기 및 부정기 관리대상자와 미등록 장애인 정기 및 부정기관리대상자

로 분류된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등록 장애인 중 5% 이상을 장애인보건

관리율 대상자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등록 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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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장애인 정기 관리대상자만 포함한다. 이때 장애인보건관리율 대

상자 선정 기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크게 방문재활이

필요한 1∼3급의 중증 장애인, 조기퇴원 등의 사유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기 전의 상태로 법적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장애인, 당해 연도 신규

등록 중증 장애인,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으로 지역

사회의 지속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재가 장애인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저소득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을 말한

다. 장애인복지관 역시 대상자 선정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각 장애

인복지관의 사업 특성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등급, 나이 등 서로 다른 기

준을 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

득층이 최우선 선정대상이 된다.

(2) 중국 사구재활

중국에서 사구재활 서비스의 대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을 소

지하고 있는 등록된 장애인으로 가구 1인당 연간 소득이 최저 생활보장

수준의 150% 이하이고 재활수요가 있는 장애인이다. 다만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장애아동을 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서비스 대상자 현황

(1)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인구는 51,778,544명이고 등록 장애인수는

2,545,637명으로 전국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4.92%이다. 서울시의 총

인구수는 9,857,426명이고 이 중 등록 장애인은 391,753명으로 서울시 인

구 대비 등록 장애인 비율은 3.97%이다(국가통계포털, 2018).

서울시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분포를 보면 지체장애인이 185,424명으로

가장 많아 47.3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청각장애인은 45,244명으로

11.55%, 뇌병변장애인 42,287명으로 10.79%, 시각장애인 41,995명으로

10.7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구 대비 장애유형별 비율을 볼 때,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인구가 서울시 장애 인구의 약 58%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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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인구수(명) 비율(%)

지체장애 185,424 47.33

뇌병변 42,287 10.79

시각장애 41,995 10.72

청각장애 45,244 11.55

언어장애 3,252 0.83

지적장애 25,654 6.55

자폐성장애 5,401 1.38

신장장애 16,131 4.12

심장장애 1,154 0.30

호흡기 2,130 0.54

간 2,323 0.59

안면 398 0.10

장루요루 2,794 0.71

뇌전증 1,240 0.32

정신장애 16,326 4.17

계 391,753 100

있고, 청각장애인구와 시각장애 인구는 뇌병변장애인구와 비슷한 수준임

을 알 수 있다. 실제 서울시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지체장애인과 뇌병

변장애인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

면, 기타 장애유형과 비교할 때 이 두 장애유형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외, 기타 유형의 장애인구 비율은 거의 미미한 수

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보건사업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서울

시 장애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인 16,326명을 제외한

375,427명이다.

<표 4> 서울시 장애인 장애유형별 현황

출처: 서울시청, 2017.

한편,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및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 이

용자 현황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2016년 기준 1일 평균 온라인·

오프라인 복지관 이용인원은 8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청, 2017).

서울시 보건소의 서비스 이용자를 보면 등록 장애인구 대비 보건소 관리

장애인의 비율은 약 4.12%로 16,135명에 달한다(서울시 보건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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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인구수(명)

장애인구 대비

장애유형별

비율(%)

재활서비스

이용

장애인(명)

비율(%)

지체장애 675,952 50.20 32,894 4.9

시각장애 126,963 9.43 10,486 8.3

청각언어장애 128,901 9.57 6,058 4.7

정신장애 195,617 14.53 45,138 23.1

지적장애 138,106 10.26 8,625 6.2

다중장애 80,918 6.01 - -

계 1,346,457 100 103,201 7.7

이는 2016년 12월말 기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운영하는 전국 170개

보건소의 등록 장애인 대비 보건소 관리장애인 비율인 4.6%와(국립재활

원, 2017)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임을 볼 수 있다.

(2) 중국 사구재활

사구재활 서비스의 대상자는 장애유형에 따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그리고 다중장애인 등

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광둥성의 인구는 총 1.1억 명이고 등록

된 장애 인구는 1,346,457명으로 광둥성 총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12.24%에 달한다. 장애유형별 인구수 및 전체 장애 인구 대비 비율을 보

면, 지체장애인이 675,952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장애인구의 50.2%에 달

한다. 다음으로 정신장애인은 195,617명으로 14.53%, 지적장애인은

138,106명으로 10.26%, 청각언어장애인 128,901명으로 9.57%, 시각장애인

126,963명으로 9.43%, 다중장애인 6.01%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광둥

성의 장애인을 장애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2016년 광둥성 장애인 장애유형별 현황

출처: 2016년 장애인사업 연간통계, 2016년 광둥성 장애인사업 통계연보

2016년 광둥성의 장애인 중 사구재활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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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기준 한국 중국

할당

등록여부
등록 장애인

미등록 장애인
등록 장애인

우선순위

선정기준

Ÿ 방문재활이 필요한

1∼3급 중증장애인

Ÿ 미등록 장애인

Ÿ 신규 등록 중증장

애인

Ÿ 저소득층

Ÿ 빈곤층(최서 생활보

장 수준의 150%

이하)

Ÿ 장애아동

103,201명으로 전체 장애인구 대비 7.7%에 불과하다. 이 중 정신장애인

과 지체장애인이 각각 45,138명, 32,894명으로 전체 재활서비스 이용 장

애인의 약 76%를 차지하여 재활서비스 이용자가 지체장애인과 정신 장

애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와 광둥성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서울시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비율은 3.97%인 반면 광둥성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12.24%로 3.97%

의 약 3배에 해당하여 서울시보다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다. 각각의 장

애유형별 비율을 볼 때, 서울시와 광둥성의 지체장애인 비율은 각각

47.33%와 50.20%로 전체 장애 인구 중 지체장애인이 약 절반을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서울시와 광둥성 모두 전체 장애 인구의 약 10%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

내고 있다.

3. 할당의 차이점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 틀을 바탕으로 구성한 본 연구의 분석

틀에 입각하여 할당의 차원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사구재활의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의 할당

한국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국은 등록 장애인만이 서

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장애인이라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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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속할 경우 등록 여부를 막론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는 점에서 ‘귀속욕구’를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 가치

에 중점을 둔 대상자 선정이다. 반면, 중국에서는 장애인이라는 특정 집

단에 귀속되어 있을지라도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등록된 장애인에게만 사구재활 서비스 수급자격이 부여된다.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양국 모두 선정 기준에 우선순위를 두

고 있다.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은 보건소에서 관리대상자를 선정할 때

방문재활이 필요한 1∼3급 중증 장애인, 미등록 장애인, 신규 등록 중증

장애인, 저소득층 재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

게 중국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빈곤층 장애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장애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

활과 중국의 사구재활 모두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나 양국 모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등급, 장

애 등록여부, 소득수준, 나이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욕구’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WHO는 지역사회중심재활이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재활과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라고 정의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 서

비스의 보편주의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과 중국 모

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연령, 전문가의 판정에 따

른 장애등급 등 여러 우선시 되는 기준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중심재

활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

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수요가 많은 특정 장애

유형 혹은 집단에 집중되어 기타 장애유형의 소수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서비스 급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

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

로 하는 사업으로써의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지역사회 모든 장애인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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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급여

1. 서비스 급여의 유형

(1)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

현재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는 크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장애인 사회참여, 자원연계, 장애발생 예방 그리고 기타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장애

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거동불능장애인 방문재활, 이동가능장애인 재활

교실, 의료기관과의 통합협력 서비스 등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

다. 둘째, 장애인 사회참여사업은 자조모임 및 상담, 가족지지, 재활스포

츠 혹은 레크레이션, 여가·문화지원 등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

다. 셋째, 자원연계사업은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서비스,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장애인 운전지원서비스, 인적 자원 연계,

보건소 내 연계 서비스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장애발생

예방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발생예방 교육, 장애체험 교육

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에는 사업홍보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국립재활원, 2018).

장애인 건강관리보건사업이 현재 보건소의 필수사업으로 지정되어 있

는 만큼 보건소에서는 세부 프로그램별로 하나 이상은 필수적으로 실시

해야 한다. 이때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특수성 및 주요 대상자들의 개별

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사회참여, 자원연계, 장애발생 예

방 등 기타 산업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택적·유동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여 2017년 서울시 각 보건소에서 운영한 재활서

비스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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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83

거동불능 장애인 방문재활

이동가능 장애인 재활교실

의료기관과의 통합협력 서비스

장애인 사회참여

자조모임 및 상담, 가족지지

46재활스포츠/ 레크레이션

여가·문화지원

자원연계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

46

보조기기 지원서비스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장애인 운전지원서비스

보건소 내 연계 서비스

장애발생 예방

장애발생예방 교육(전 국민 대상)

45

장애체험 교육

기타 사업홍보 6

<표 7> 서울시 보건소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현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필수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모든 보건소에

서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의 개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중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재활치료 위주의 프로

그램으로 재가방문 재활서비스, 재활교실 프로그램, 물리치료실 운영 등

이 있다. 다음으로 대부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로 장

애인의 사회참여사업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자조관리 모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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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별 서비스 실인원
평 균

실인원
실인원

상담·

사례관리

접수상담 23,021 512

57,754
사정 13,436 299

순회진단 3,506 78

사례관리 17,791 395

족지지모임, 영화관람 연극치료, 요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그리고 야

외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발생 예방사업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장애발생 예방교육과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

주로 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은 서울시

보건소 중 세 개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보건소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 교류를 함으로써 보건소 내 타부서, 지역사

회 내 기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 역시 보건소와 별개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

울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주요하게 상

담·사례관리, 사회심리재활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

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홍보계몽사업, 평생학습지원사업, 정보화제공사

업, 지역사회자원개발, 조사연구사업 등으로 구분된다(서울시청, 2017).

이러한 사업들은 각각 여러 영역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실시되

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서울시 46개소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한 세부 프

로그램 수는 연 8,713개에 달하였다(서울시청, 2017). 장애인복지관별 제

공하는 서비스 비중은 복지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기준 각

영역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표 8>과 같다.

각 사업 별 서비스 이용자를 보면 사회심리재활사업의 실인원이

225,1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실인원이 127,511명으

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직업재활사업, 상담·사

례관리, 사회서비스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성화 사업의 실인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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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활

사업

물리치료 5,078 113

37,322

언어치료 9,147 203

작업치료(감각통합) 5,550 123

수중운동치료 6,252 139

기타 11,295 251

교육재활

사업

영유아교육․조기치료 4,923 109

31,057

통합교육 2,902 64

학습지도 8,797 195

교구교재 대여 2,390 53

정보화교육 7,827 174

기타 4,218 94

사회심리

재활사업

재활 및 심리상담 15,530 345

225,179

사회적응훈련 및 체험 15,298 340

사회성 기술 33,210 738

방과 후 활동 6,321 140

사회교육 및 특수체육 49,904 1,109

심리지원활동 18,684 415

보호서비스 5,712 127

기타 80,520 1,789

직업재활

사업

직업상담 10,987 244

61,137

직업평가 11,343 252

직업훈련 18,111 402

취업알선 4,075 91

사업체개발 및 관리 6,365 141

일반기업체 취업 1,422 32

취업확정 1,268 28

취업 후 적응지도 7,566 168

재가장애

인 복지사

업

재활 및 심리상담 20,482 455

127,511

의료 및 건강지원 11,901 264

평생교육 및 여가활동지원 16,374 364

일상생활지원 16,161 359

주거환경개선 5,609 125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14,354 319

기타 42,630 947

특성화

사업

민간 및 정부재원(경쟁) 9,631 214
30,675

자부담(보조금) 21,044 468

사회서비

스사업

바우처사업(장애인활동지원) 27,058 601

40,665바우처사업(발달재활서비스) 12,769 284

기타 838 19

출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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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사구재활

중국 사구재활 서비스 영역은 초기에는 ‘3종 재활’, 즉 백내장 개안 수

술, 청각장애아동 청각언어훈련 그리고 소아마비 후유증 치료수술에 한

정되어 있었다.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정신질환 예방 및 치

료, 지적장애재활, 보조기구 보급 서비스, 시각장애재활, 지체장애재활,

청각언어장애재활 등 여섯 가지로 분류되어 각각 세부적인 서비스 프로

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 유형의 장애를 아우름과 동시에 예방과 재

활을 함께 강조하는 서비스체계의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예방사업을 점차적으로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건강한 출산

과 장애예방 지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장애인

의 가장 절박한 재활수요에 초점을 맞춰 청각장애아동 청각언어훈련, 백

내장 개안수술, 지체장애 교정수술, 보철 및 보조기구 등 혜택 범위가 넓

고 효과성이 높은 서비스를 재활사업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

애인 당사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도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

로 실시되는 재활교육 등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사구재활은 WHO의 지역사회중심재활 매트릭스에 근거하여 의료, 교

육, 직업과 사회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전면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는 장애예방으로 관련 지식 홍보, 특강, 무상진료, 전화상담 등이 포함된

다. 둘째는 재활치료이다. 이는 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 세부적인 재활

계획 수립, 기계 치료와 수법치료 요법의 결합, 신체훈련 및 심리상담,

치료 효과에 대한 정기적 피드백, 치료계획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한 사구재활과 의료기관 재활 사이의 의뢰서비스를 통해 이전치료를 실

시하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재활

교육으로 재택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위해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기술과 재활 관련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구재활을 실현하는 방식들 중 하나로, 빈곤층 장애인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재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활서비스 보급률을 확대하

는데 주력하고 있다. ‘제12차 5개년(2011-2015) 계획’이 실시된 기간 동

안 백내장 개안 수술 153.4만 건 시행, 지체장애아동을 위한 교정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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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내장 개

안 수술

(만건)

지 체 장 애

아동을 위

한 교정수

술(건)

정신 장애인

을 위한 의

료 지 원 ( 만

건)

보조기구

보 급 ( 만

개)

합계

2011년 31.0 1,311 35.6 41.2 1,079,311

2012년 33.4 6,221 44.4 33.8 1,122,221

2013년 29.1 6,721 46.9 36.2 1,128,721

2014년 30.0 8,860 49.2 39.3 1,193,860

2015년 29.9 3,639 54.6 45.6 1,304,639

합계 153.4 26,752 230.6 196.1 5,827,752

26,752건 시행, 230.6만 명의 정신 장애인을 위한 의료지원 실시, 196.1만

개의 보조기구 보급 등 빈곤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재활서비스가 다

방면으로 제공되었다. 연도별 각 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표 9>와 같다.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연도별 무상으로 제공되

는 재활 서비스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각 서비스의 비율을

볼 때, 지체장애아동을 위한 교정수술이 기타 세 가지 서비스 비율보다

현저하게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9> 빈곤층 장애인 대상 무상 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출처: 국가통계청, 2017.

현재 광둥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구재활 서비스는 장애유형에 따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다섯 가지로 분류

되며 각 장애유형별로 제공되고 있는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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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프로그램

시각장애

맹인

백내장 개안수술

보조기구 맞춤서비스

직립보행 및 적응훈련

지원서비스

저시력
보조기구 맞춤서비스

시각기능훈련

청각장애

인공와우 수술 및 서비스

보청기 맞춤 서비스(0~6세)

보조기구 맞춤서비스 및 적응훈련 (7세 이상)

청각 및 언어 기능훈련

부모 지원서비스

훈련 후 행방

일반 유치원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지체장애

정형수술

보조기구 맞춤서비스

보철

교정기

기타 보조기구

운동 및 적응훈련

부모 지원서비스

재활치료 및 훈련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

지적장애
인지 및 적응훈련

지원서비스

정신장애

소통 및 적응훈련

지원서비스

성인 정신장애인

정신질환 치료

정신장애 작업치료 훈련

지원서비스

<표 10> 2016년 광둥성 사구재활 서비스 세부 프로그램 현황

출처: 중국 장애인연합회 연간 통계

제2차 전국 장애인 표본조사 결과에 근거하면 전국 8296만 명의 장애

인 중 의료서비스와 의료지원, 빈곤부조 및 지원, 재활훈련 및 서비스,

보조기구 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장애인 비율이 각각 72.78%,

67.78%, 27.69% 그리고 38.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 비율은 각각 35.61%, 12.53%,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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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7.31%에 불과하였다. 심지어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중 네 가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장애인 비율은 각각 82.30%, 87.46%, 66.92%

그리고 70.2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로부

터 볼 때, 재활서비스를 받은 장애인도 여전히 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재활서비스의 공급이 장애인의 재활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주체적 권리

(1)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

현재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계획은 국립재활원, 권역재

활병원, 그리고 지역사회협의체(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립한다. 이후

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각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수립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칙적으로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각 지역

별 보건소에서 해당 지역의 장애인 현황 및 특성, 욕구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재활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 「장

애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면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실제 재활서비스의 유형을 결

정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지

만 서비스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

애인복지관 이용자 역시 마찬가지로 서비스 관련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

고 있다. 이용자들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공받

는 입장으로,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주체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

다.

(2) 중국 사구재활

중국의 사구재활도 마찬가지로 사구재활건강관리 유관기관들의 협의에

따라 제공 서비스를 결정한다. 우선 사구재활사업 계획의 수립은 민정부,

위생부 및 중국장애인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진행한다. 이렇게 수립

된 사업계획은 각 급 장애인연합 및 사구장애인협회에 전달되며,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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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기준 한국 중국

급여

서비스의 유형 서비스가 다양함
서비스의 다양성

결여

대상자 주체적 권리
부여하고 있으나

완전하지 않음
부여하지 않음

구의 건강관리서비스센터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

공한다. 따라서 서비스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

조는 전무하여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의 유형

이 결정된다.

3. 급여의 차이점

서비스 급여는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즉 서비스의 적절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

적인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 제공 여부와 대상자의 주체적 권리는 본

연구에서 급여에 대한 가치기준으로 서비스 급여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친다.

<표 11>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의 급여

현재 서울시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서비

스 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세부적 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

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중 필수사업으로 하여 보건소에서 세부 프

로그램별로 하나 이상은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또한 장

애인 사회참여, 자원연계, 장애발생 예방 등의 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수성

및 서비스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근거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선

택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보건소에서는 대상자

의 특성를 중심으로 영역 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서울시 46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된 프로그램 수가 8,713개에

달하였다는 점을 볼 때 각 분야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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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

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역사

회중심재활사업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재활수요를 파악하여 서비스 대

상자별 장애상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는 만족도나 기능평가 등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각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해당 지역

사회의 사업대상 장애인 현황에 따라 대상자의 수요가 있는 서비스를 중

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촉진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 또한 구체적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각 구의 장애

인 현황에 근거하여 장애 인구 비중이 높은 장애인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EQ-5D) 평가, 수정바델지수(MBI) 등 장애유형에 따른 기능평가, 프

로그램 대상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현행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러한 과정으로부터 볼 때, 현재 서울시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

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는 대상자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 세부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광둥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주요하게 재활치료의 의료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장애인

사업은 교육,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사구

재활은 의료재활 영역을 제외한 기타 영역에서 여전히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기준 전국의 재활서비스 수요가 있는 등

록 장애인과 장애아동 중 재활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장애인구 비율은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16년 광둥성 등록 장애인 중

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 비율은 7.7%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했을 때, 사구재활 서비스의 지속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으며 일회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구재활 서비스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

면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지체장애에 집중되어 있어 기능훈련 위주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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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많고 기타 장애유형 관련 서비스는 기반이 매우 미약함을 알수

있다.

광둥성의 경우 장애인 서비스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광둥성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첫 ‘장애인 기본서비스 현황 및 수요 전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아 장애인의 서비스 수요가 제때에 반영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일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서비스의 선택에 있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주체적 권리, 즉 대상자가 서비스 유형의 개발 혹

은 이에 대한 결정 권한 등 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체적 권리를 부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주체적 권리의 부여는 장애인 당사자

의 자아정체성 확립, 생활환경에 대한 선택과 결정, 사회참여 등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면 장애인 관련 정

책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여

러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장애인 당사자도 참여한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

자는 실제 서비스 유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의 모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의

지역사회중심재활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인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

의 기능, 즉 공급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사구재활은 각 급 정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실

시되고 있으며 광둥성 역시 그러하다. 또한 일차적 서비스 제공기관인

사구건강관리서비스센터의 기능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

비스 대상자들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할 뿐 서비스의 유형을 결

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전무하다. 모든 서비스는 전적

으로 정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결정 구조는 서비스 유형 부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

자의 특성 및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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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달체계

1. 서비스 조직체계

(1)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

재가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문제해결에 선행하여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원칙으로, 일관된 체계에서 연속성과 연계성이 확실히 선행되어

야 장애인의 복합적 욕구 또한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김만호·최영

신, 2006: 50). 한국의 경우 체계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중심재

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사업의 총괄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

적으로는 국립재활원 공공재활 의료지원과에서 세부전략의 수립, 하위체

계의 교육 및 지도 등을 담당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와 동시에 보

건소의 재활요원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실

무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김만호․최영신,

2006: 4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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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조직체계

보건복지부

Ÿ 건강정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Ÿ 장애인정책과: 재활사업 총괄

국립재활원(공공재활의료지원과)

Ÿ 세부추진전략 수립

Ÿ 기술지원 및 자문·지도

Ÿ 재활관련인력 교육 등

권역재활병원

Ÿ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 구성:

장애인복지관 포함

Ÿ 기술지원 및 자문·지도, 대상

자 연계

시·도

Ÿ 건강·보건 관련과: 의료부문 지원

Ÿ 장애인복지과: 사회부문 지원

시·군·구 재활사업 운영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Ÿ 지역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Ÿ 재활서비스 제공

Ÿ 지역주민교육 및 인식개선

Ÿ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등

시·군·구 장애인담당과

Ÿ 대상자 의뢰 및 복지자원 연

계 등 협조

읍·면·동 사회복지·보건 전문인력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Ÿ 지자체 인력 교육 총괄관리

Ÿ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이버 교

육 실시

사회보장정보원

Ÿ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Ÿ 실적보고자료 등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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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추진체계를 수립·시달하며 지자

체의 보건 및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행정기관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을 필수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행정사항으로 시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보조하기도 한다.

②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기본 사업지침 및 추진전략 수

립, 평가도구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담당하며, 지자체별로 재활사업을

집중 개발할 수 있는 시·도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보건소를 양성한다.

또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기관의 관리자 및 실무자에 대한 전문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사업추진지역을 방문·실무지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정보망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③ 권역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은 각급 병원, 장애인복지관, 관련기관, 대학, 보조기기센

터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참여한다. 기본계획에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

인 단기목표 모두 포함되는데, 이에 근거하여 목표에 부합되는 실현 가

능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프로그램별 평가지표를 설정한다. 또한 지역

사회 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재활서비스를 중점으로 하고 있

다.

④ 지방자치단체 (시·도·군·구, 보건소)

시·도 및 군·구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을 지방비에서 보조한다. 지역적 차원에

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건소는

시·군·구 사회복지 관련부서의 도움 하에 재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의

료 및 사회재활 전문자원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부적 실천계

획의 수립, 연계활동망의 구축 및 관리, 지역주민조직 등의 자원 발굴 및

재활교육, 가족 및 지역주민의 재활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한

다. 현재 전국적으로 254개의 거점보건소가 운영 중이며 서울시에만 총

25개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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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사구재활

중국에서 사구재활사업은 정부의 주도하에 통일적으로 조직 및 실시되

고 있으며 각 관련 부서 간의 담당업무가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유

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사구재활사업계획은 민정부, 위생부, 중국장애

인연합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립하며 이는 각 급 장애인연합을 통해

사구주민위원회와 사구장애인협회에 전달된다. 이후 각 사구의 건강관리

서비스센터에서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예방 및 재활 관련 지식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다. 사구재활 서비스의 제공도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과

마찬가지로 사구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정해진 서비스에 한하여 제공받

을 수 있으며 사구재활사업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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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구재활사업 조직체계

민정부

·사구재활사업계획 수립

·사구재활서비스 장소 제공

·우대정책 제정

위생부

·사구재활사업계획 수립

·인력 기술교육

·재활지식 보급

교육부

·교육기관 지도

·장애아동 교육 지원

중국 장애인연합

·사구재활사업계획 수립

·타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재활 관련 기술지도 및 교육

사구건강관리서비스기관

·재활서비스 제공

·업무 조정 및 관리

·사구 주민 인식개선

·자원 연계

성·시 장애인연합

·사구재활사업 실시

·기술 지도팀 구성

·재활수요 조사 실시

·자원 연계

·사구재활 조정자 교육

·재활지식 보급
장애인연합 산하 기관

·장애인재활센터

·장애인취업서비스센터

·장애인보조기구자원센터

·장애인직업기술학교

·장애인체육 및 예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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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재활 조직체계에서 각각의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우선

민정부는 사구서비스사업계획을 통해 사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장소를 마련하고 우대정책을 제정하여 빈곤 장애인을 지원하는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위생부는 기초위생보건사업을 통해 기층의료기관의 재활서비스 시설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에게 의료재활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재활 관

련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구건강관리서비스기관 실무자의 재활

지식과 기술수준을 제고하며 사구 내에서 재활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교육

을 실시하며 장애인이 스스로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외

에도 장애 예방 사업 등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교육기관이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훈련을 실시하여 특수교육

기관의 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장애인연합은 사구재활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실시를 담당한다. 구

체적으로 감독 점검, 통계, 자금관리, 재활수요조사, 장애인 사구재활서비

스 기록, 관련 실무자 교육, 사구재활 조정자 팀 구성, 직접적 혹은 연계

서비스 제공, 재활지식 보급, 장애인의 자아재활인식 향상 등의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둥성 장애인연합은 재활부, 교육부, 홍보부,

권익보호부, 조직연합부, 재정부, 그리고 행정부 등 일곱 개의 부서로 구

성되어있다. 이외에도 산하 조직으로는 광둥성 장애인재활센터, 광둥성

장애인취업서비스센터, 광둥성 장애인보조기구자원센터, 광둥성 장애인직

업기술학교, 광둥성 장애인체육 및 예술센터 등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산하 조직들은 장애인을 위한 재활, 교육, 취업, 빈곤구제, 문화체육 등

장애인연합에서 할당한 업무를 실시한다.

재활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은 각급 행정구역의 사구건강

관리서비스기관이다. 사구건강관리서비스센터는 현재 중국에서 사구재활

의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접근성이 좋고 비용이 저렴하며 기본

적인 재활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장애인의 재활에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사구재

활사와 업무담당자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 사구건강관리서비스센터

의 재활실에는 장애인연합의 지원으로 기본적인 재활훈련기구들이 구비

되어 있고 전문재활사가 장애인의 재활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담당

자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구 관할범위 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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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기능평가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센터에서는 가정

재활서비스를 통해 재활사가 정기적으로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재활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사구건강관리서비스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연

계도 각 급 장애인연합에서 담당하고 있는바, 사구관리자는 현지 장애인

연합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가까운 종합병원 재활과 전문재활치료사를

초청하여 사구건강관리서비스센터에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2. 서비스 인력

(1)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

보건소의 서비스 인력은 「직제상 팀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운

경우 「기능형 재활팀」 구성 또한 허용된다. 「기능형 재활팀」이란 직

제상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재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필요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팀을 지칭하며, 기본인력과 연

계인력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때 의사, 간호사, 치료사는

필수인력으로 포함되어 구성할 것을 권장하며 운영점검 시 인력구성 기

준사항에 포함되어 해당여부가 평가된다.

우선, 재활사업에 참여하는 기본인력은 정규직 담당자 한명과 재활전

담요원 한명 이상, 즉 총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보건소는 해당 재활

사업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책임지게 하고 해당 담당자의 교체를

최소화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담당자를

변경할 시에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정규직의 재활사업 담당자는 지역 내 재활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재활요원에 대한 실무 조언 및

협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국립재활원의 지역사회중심재

활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들과 달리 재활전담요원들

은 주로 기간제근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

요하게 등록 장애인 관리체계에 따른 재활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별

재활계획 수립 및 재활서비스 제공, 재활경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그리

고 연계병원의 퇴원환자에 대한 상담활동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지역사회

자원 의뢰 및 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활전담요원들 또한 사업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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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립재활원의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과정을 필수적

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재활사업 담당자 및 재활전담요원

과 함께 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의 연계인력들로 기능형 재활팀을 구성하여 협력할 수 있

다. 단, 보건소 내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없을 경우 지역사회 일차의료

의사나 병원급 이상에서 전문의 1인을 연계자원으로 확보하여 기능형 팀

의 일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지역 외의 인력 연계 또한 가능하다.

연계 인력들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전담자의 요청에 따라 관리가 어

려운 대상자에 대한 자문, 재활평가, 관리계획 지시 및 팀원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기능형 재활팀원 중 1인은 내소 장애인 관리를 전

담해야 하며, 나머지 팀원은 전담자의 요청에 따라 재가 맞춤형 재활관

리 제공을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재활팀 전체가 주기적으로 서비스

계획 점검 등의 사례관리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서울시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참여인력을 보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한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운동처방사 그리고 행정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종사인력을 보면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물리치

료사, 작업치료사, 치료사(물리/작업제외), 심리사, 직업재활사, 수화통역

사, 점역교정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안마사, 특수학교 교사,

초/중/고교 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사서, 의

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영양사, 방화관리사, 위험안전관리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 종사 인력이 보건소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 진 것을 볼 수 있으며 2015년 12월 기

준 서울시 45개 장애인복지관의 분야별 전문가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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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인원수

(명)

비율

(%)
자격

인원수

(명)

비율

(%)

사회복지사 967 60.5 초/중/고교 교사 11 0.7

언어치료사 64 4.0 유치원교사 2 0.1

물리치료사 63 3.9 보육교사 20 1.3

작업치료사 49 3.1
직업능력개

발훈련교사
4 0.3

치료사(물리

/작업제외)
55 3.4 특수학교교사 38 2.4

심리사 12 0.8 사서 4 0.3

직업재활사 112 7.0 의사 1 0.1

수화통역사 17 1.1 간호(조무)사 5 0.3

점역교정사 45 2.8 조리사 40 2.5

요양보호사 9 0.6 영양사 18 1.1

정신보건

전문요원
0 0 방화관리사 36 2.3

안마사 9 0.6 위험물안전관리자 18 1.1

합계 1,599

<표 12>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전문가 현황

출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16.

2015년 12월 기준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의 총 종사인력은 1,746명으로

이 중 자격증 소지 전문가가 1,599명이다. 전문가의 분야별 구성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976명으로 60.5%에 달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료사

가 10.4%, 직업재활사가 7.0%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서울시 소재 장

애인복지관은 48개소로 2015년 45개소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복

지관 종사인력은 총 1,676명으로 2015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2) 중국 사구재활

사구재활의 인력자원 양성과 개발은 사구재활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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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사구재

활 서비스 제공 인력은 주요하게 조직관리자, 사구재활 각 분야 전문가,

사구재활 조정자(coordinator), 사구재활사, 자원봉사자, 장애인 가족 및

친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구재활 조직관리자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정과 관리 작업,

사구재활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독 점검, 통계, 자금관리, 각종 인력

자원 교육활동의 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구주민위원회 간부는 주

로 사구재활사업의 현장 조직관리자로 구성되어 사구재활사업계획에 명

시된 사업내용과 과정에 따라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을 실시하

는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장애인연합은 전국 장애인 사구재활 전문가 기술지도팀을 구성하

여 교육계획 및 교재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구재활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양성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시(시,

주), 현(시, 구)에 장애인 사구재활 지도팀을 두고 현지의 전문기술기관

에 의탁하여 각각 지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장애

재활기술지도센터를 설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뿐만 아니라 보조기구

보급 서비스기관을 설립하여 교육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지식을 보급

하고 재활훈련방법을 전수하고 감독관리 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

다.

사구재활 조정자는 장애인연합에 협조하여 사구재활사업계획을 제정하

고 장애인의 재활수요 조사, 재활서비스 기록, 통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를 연계시켜주며 사구 내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해 재활서비스와 지

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구재활 조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에서 지정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통과해야만 근무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구재활사는 사구건강관리서비스센터의 의무요원과 교육담당자로 구

성되며 일정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할뿐 아니라 사구건강

관리 관련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사구재활사의 주요업무로는 재활대

상 선정, 재활훈련계획 수립, 재활훈련기술 전수, 간단한 재활기구 제작,

정신장애인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지에 대한 감독, 시각장애인 독

립보행훈련 실시, 재활훈련 효과성 평가, 장애인을 위한 의료자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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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교육담당자는 장애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관련 지

식을 전수하고 장애아동이 사구 및 가정에서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업능력평가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교육을

지원한다. 사구재활사 역시 사구재활 조정자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만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

하며 장애인의 다양한 기능회복훈련 참여에 협조하며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장애인 가족 및 친구는 정확한 장애 관념을 수립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재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장애인의 재활훈

련을 보조하고 감독하며 재활정보를 문의하고 관련된 재활지식교육을 받

는다.

사구재활 서비스의 보급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연말

기준 광둥성에 설립된 장애인재활기관은 총 655개로 이 중 장애인연합

운영 재활기관은 345개 이다. 재활기관 근무인원의 구성을 보면 전체 인

원 16,704명 중 관리자 2,223명, 업무담당자 10,777명, 기타 인원 3,704명

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기준 광둥성에서 총 69개 시 직할구와 58

개 현(시)에서 사구재활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총 21,843명의 사구

재활 조정자가 동원되었으며 110,506명의 장애인에게 사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6년까지 사구재활 서비스 관리대상자 누적 수는 114.5만

명에 달한다.

3.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1)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기타 자

원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의

구성을 통한 자문 의료기관과의 연계, 전국 보조기기센터와의 연계, 지역

내 기타 기관들과의 연계, 자원봉사자 연계, 교육 및 홍보 등의 자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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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①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는 지역사회자원 상호간에 연계 체계를 구축하

여 자원들 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는 지역사회 내 행

정기관, 의료기관, 전국보조기기센터, 복지기관, 교육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 관련기관의 기관장, 팀장, 담당자 등 최소 2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되

어 있다. 지역 내 행정·의료·복지·교육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역자원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재활협의체(회)’를 구성을 의무화하여 정기적인 협력회의 개최한다.

이때 행정기관은 장애등록 및 장애인 복지관련 행정지원 의뢰, 의료기관

은 전문 재활치료, 장애평가 및 재활훈련 의뢰, 복지기관은 사회재활프로

그램, 후원 및 가정봉사 의뢰, 그리고 교육기관은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교육, 재활인식 개선을 위한 학생 교육 의뢰를 담당한다. 이러한 지역사

회재활협의체(회)는 중점적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운영 방향 논의,

지역사회의 다양한 재활관련 자원 개발 및 발굴, 지역자원 간 정보 공유

등 상호 연계 및 협력 강화, 그리고 각 재원 간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

및 서비스 중복 방지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 중 하나로 장애인복지관은 보건

소와 함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주요 추진주체이다. 2017년 기준 서

울시에는 총 48개소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형태별 시설수

를 보면 시립 9개소, 구립 16개소, 법인 23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

사회복지관내 재가복지봉사센터 1개소도 사업시행주체로 포함되어 있다.

각 운영형태별 종사인력을 보면 시립시설 388명, 구립시설 500명, 법인시

설 788명 그리고 사회복지관내 재가복지봉사센터 3명으로 구성되어 총

1,676명에 달한다.

장애인복지관은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적절한 업무분담을 위하여 팀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종사인력의 규모와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6∼8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상담·사례지원팀, 기능향

상지원팀, 가족지원팀, 권익옹호지원팀, 직업지원팀, 지역연계팀, 평생교

육지원팀, 사회서비스팀 그리고 기획·운영지원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팀별 주요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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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주요 업무내용

상담·사례지원팀
사례 발굴, 접수 및 사정, 개입계획, 개입, 지역회의,

기타

기능향상지원팀
운동·지각향상, 의사소통향상, 학습능력향상, 사회적

응력향상, 기타

가족지원팀
상담 및 교육, 가족기능강화, 양육지원,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기타

권익옹호지원팀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참여 활동지원, 권익옹호, 정

보제공, 수화관련, 기타

직업지원팀
직업상담 및 평가, 전환교육,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

훈련, 사업체 개발 및 관리, 기타

지역연계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조성, 주민조직지원, 민관협력 네트워

크 구축,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기타

평생교육지원팀
평생교육, 문화 및 스포츠 지원, 정보접근 지원, 기

타

사회서비스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기타

기획·운영지원팀 총무, 기획, 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 기타

<표 13> 장애인복지관 각 팀별 주요 업무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17.

② 자문 의료기관과의 연계

주로 재활관련 대학이나 재활 병·의원 등이 자문기관으로 위촉되며,

정기적인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때 자문의사는 보건소 연계병원

에서 지정되며 주로 보건소 재활사업의 방향 및 프로그램 수립, CBR 관

련 조사 연구사업 수행, 개별 장애인의 평가 및 계획수립, 그리고 재활실

무 교육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③ 전국 보조기기센터와의 연계

현재 전국의 보조기기센터는 국립재활원 중앙센터를 포함해 전국 11곳

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보조기기센터들은 기능형 재활팀으로 지역사회

재활협의체(회)와 연계하여 보조기기 대상자 발굴, 보조기기 개조·제작,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및 보조기기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아동보



- 67 -

조기기 안전교육 및 보조기기 사용·훈련 등의 보조기기 교육을 담당한

다.

④ 지역(권역)간담회 운영

지역(권역)간담회는 지역(권역) 내 재활병원, 시·도 보건소 등 재활관

련 기관 간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 교류를 하고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시·도 사업담당자의 주도 하에 지역 간사와

협력하여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때 멘토 보건소는 신규보건소 또

는 신규담당자에 대한 상담 및 자문(멘토 역할), 정보제공 및 정보공유,

견학 프로그램 기획, 지역 의견 취합 및 중앙으로의 건의, 권역재활 병원

과의 협력 도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⑤ 자원봉사자 연계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활훈련이 가능하도록 함

으로써 재활효과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하

여 사회 통합을 촉진시킨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신체위생 및 재활훈련,

장애인 및 가족 정서지지,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을 지원하

게 된다.

⑥ 교육 및 홍보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재활전문 교육과 지역사회 대

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재활전문 교육은 주로 보건소장, 의사, 간

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건·복지 행정 인력 등 관련 재활요원들

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한 인력이

전달교육을 실시하되 광역자치단체별로 실습을 겸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1곳씩 정하여 수시로 전문교육 실시한다. 또한 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재

활업무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기관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여 의료 및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

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제

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해당 교육 및 홍보는 주민 모임, 지역 기관별 교육, 방송매체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허약노인 등 장애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이나 지역 주민

및 각종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교육에서는 장애의 이해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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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중요성, 장애예방 및 합병증 예방법, 재활관련 정보, 장애인을 대하

는 태도와 돕는 방법 등을 교육하게 된다.

(2) 중국 사구재활

사구재활 네트워크는 의료위생, 민정복지, 장애인연합조직,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등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사구에서 장애인의 의료재활, 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 방면에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한다. 첫째, 의료위생 네

트워크는 의료재활, 질병 예방, 장애인 보건, 위생 및 재활지식 홍보 교

육, 장애인의 이전진료, 사구재활 인력 교육 등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민정복지 사구네트워크는 고아, 노인 및 장애아

동을 위한 재활복지 서비스, 보철 및 보조기구 재활서비스, 사구 직업재

활 및 사회재활 서비스, 장애 재향군인을 위한 장기적 재활서비스, 재해

지역 장애인을 위한 구조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셋째, 장애인연합조

직 네트워크의 경우 각 지역 모든 영역의 사구재활 서비스를 조율하고

청각-언어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 뇌성 마비 및 자폐증 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 장애인 직업재활 및 수행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유니

버셜 디자인 장려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보철 및 보조기구 재

활서비스, 장애 및 재활의 홍보교육 실시, 사구재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네트워크는 산재 재활과 산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구재활의 협력기관은 여러 정부기관, 사회단체,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 계층 및 관련 사업에

서 장애인 사구재활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여러 측면에서의 개입을

실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정부 기관의 경우 위생 및 계획출산 위

원회, 민정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교육부, 문화부, 재정부, 공안부,

발전 및 개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사회단체 혹은 조직에

는 크게 장애인엽합회, 청년연합회, 부녀연합회, 화교연합회, 민간 영리

및 비영리 재활서비스 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구재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이 세 구성단위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각 급 재활기술자원센터에서 현지의 사구재활 실시를 위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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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기준 한국 중국

전달

체계

조직, 인력의

전문성

전문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소 인력의

복지 분야 전문성

결여; 장애인복지관

인력구성 다양함

각 분야별 전문성

부족과 담당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서비스

결정권과

통제권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되지 않음

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비활성화

훈련,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구재활 서비스의 질과 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된 기술자원센터에는 현, 시, 성

급 보철, 보조기구 재활센터, 농아동 언어-청각 재활센터, 아동재할센터,

직업재활센터,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혹은 재활병원, 정신보건센터 등이

포함된다.

4. 전달체계의 차이점

전달체계는 서비스 급여가 대상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것으

로 전달체계에 대한 가치기준으로써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 및 네트

워크 활성화 여부, 서비스 담당인력의 전문성,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및

기타 관계자의 결정권 등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고 있다.

<표 14>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의 전달체계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총괄하에 국립재활원에서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지원 및 교육 등을 지원하며 시·도·

군·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중요

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권역재활병원은 지역사회 내 각 급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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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기타 관련기관과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복지관은 지

역사회재활협의체에 포함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역

사회 자원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

행하는 것 외에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

회 내 기타 장애인 관련 시설, 의료시설과 연계하고 협력하여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 실적 평가결과를 볼 때, 대부분 서울시

보건소의 기관 연계 목표치 달성률이 100%인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지

역사회연계 및 협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 사구재활사업은 정부의 주도하에 민정부, 위생부, 중국

장애인연합에서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급 장애인연합을 통해

사구주민위원회와 사구장애인협회에 전달된다.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

공하는 기관으로 사구의 건강관리서비스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게 된다. 사구재활은 의료위생, 민정복지, 장애인

연합조직,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기관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 간의 통합적인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자원 연계 및 협력이 저조하고 형식적인 관계의 형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자원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 인력의 부족, 서비스의 부족 등 문

제가 초래되기도 한다.

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구성은 재활사업 담당자와 재활전담요원을

기본인력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립재활원의 지역사회중심재활교

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보건소 내에 재활의학과를

두거나 연계인력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두어 협력한다. 인력구성 시 의사, 간호사, 치료

사를 필수인력으로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을 권장하고 있다. 서울

시 각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담당자를 두어 사업 기획 및 평

가, 행정업무, 프로그램 진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사업에 투입된

인력을 보면 서울시 대부분 보건소에서 전담인력을 두고 있고 최소 5명

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각각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명확하게 구

분되어 있다. 다만 일부 보건소의 경우 필수 인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재활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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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다소 인력부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목적이 장애인의 의료재활뿐만 아니라 나

아가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보건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복지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됨

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장애인복지관의 인력 구성을 보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전문 분야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건소보다 우세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중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무려 60.5%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장애인복지관은 복지 분야도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담당인력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계약직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력의 부재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

는 등 서비스의 지속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한편 사구재활의 경우 사구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장애인을 위하여 직

접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서비스 제공 담당인

력은 사구재활사업 담당관리자, 사구재활 조정자, 사구재활사,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둥성

의 경우 각 기관 내 사업담당인력과 전문가 구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

정하고 있지 않고 각 인력별 담당업무에 대한 기준 역시 명확하지 상황

이다. 2015년 ‘전국 장애인 기본서비스 현황 및 수요 조사’에 의하면 재

활전문가 수요인력은 약 35만 명이였지만 실제 재직 재활전문가 수는 2

만 명에 불과하여 수요 대비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성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형 의료재활기관을 지

망하여 지극히 소수의 전문가들만 사구재활기관에 남아있게 된다. 이는

사구재활기관의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서비

스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전문분야 별 인력구성이 명확하지 않

고 담당인력이 부족한 점, 서비스가 의료적 측면에 집중된 만큼 담당인

력이 의료재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서비스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가치기준으로

서비스 결정권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현재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보다는 서비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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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인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

한 구조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관리의 대상자로 수동적인 역할을 하

고 있을 뿐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 욕구를 충족시

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사자와 가족 및 친구, 지역사회 주민의

기능 수행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서비스 대상자의 참여여부를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만족도 조사결과,

지역사회 장애인의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세부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구재활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보다는 서비스 공급자인 사구건강관리센터의 기능을 중심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상의하달의 방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원

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개인의 수요 혹은 개인의 목

표를 소홀히 하고 있다. 즉 서비스 공급자는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서

비스 대상자의 결정권을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방식은 장애인

스스로의 취약심리를 증가시키고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

할 수 있다. WHO에서는 상향식(bottom-up) 지역사회중심재활이 장애인

의 수요를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

나 중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사구재활 서비스가 미숙한 발

전단계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향식 사구재활이 장애인 관련 문

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상향식과 상의하달을 결합

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식 운영체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장애

인 당사자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현재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또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비스와 관련된 의사결

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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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재정

1. 재정의 원천

(1)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

재원은 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재원으로 구분된다. 공공부문 재원

은 크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원으로 구분되며 정부의 일반예산, 사

회보장 부문 조세 그리고 조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중심재

활사업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크게 국고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다. 보

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은 국고 대비 지방비가

50% 이상 배정되도록 매칭하여 구성하며, 지방비는 필요할 경우 추가확

보가 가능하다. 이때 국고에 대하여 시·도비 및 시·군·구비를 매칭하여야

하며 시·군·구비 매칭이 곤란한 시·군·구비의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해

야 하며, 시·도는 이후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상기의 방법 외에도 시·도 및 시·군·구 자체 사업비의 추가

확보를 통한 사업수행도 필요시 가능하다. 지역사회중심재활은 국민건강

증진기금으로부터 국립재활원 주도하에 예산을 배정받게 되는데, 시·군·

구별 예산 내에서 사업 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따라서 서울시

의 경우 각 보건소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의 금액에

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산의 구성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되어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업 운영 예산은 일반적으로 정부보조, 기타 정

부보조,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익, 이월금, 민간재원 그리고 기타 수

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중국 사구재활

중국에서 장애인 재활사업의 자금은 주요하게 국가 재정 배정금에 의

거하고 있다. 사구재활의 재원으로 장애인사업발전보조자금은 각 급 정

부의 일반예산과 복권 공익금, 장애인 취업보장금, 기업과 사업기관의 기

부금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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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장애인연합은 매년 보조자금의 배분에 대하여 재정부에 이의를 제

기하고 재정부는 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보조자금을 하달한다. 장

애인사업발전보조자금(이하 보조자금)은 중앙정부에서 일반(공공)예산과

중앙특정복권공익금(中央专项彩票公益金)으로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장애인사업발전의 자금을 편성한 것을 말한다. 일반예산의 원천을 보면

주요하게 조세, 국유자산 수익, 특별 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하

고 있으며 이 중에서 조세가 가장 주요한 방식으로 전체 예산의 90%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복권공익금은 세외수입 중 하나로 중앙복권공익금

의 30%를 특정공익금으로 분배한다. 광둥성의 경우 성급 복권공익금 중

20%를 장애인사업특정자금으로 분배하고 있다.

그 외, 사구재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특정자금 지원은 없지만 위생부와

교육부는 주요하게 사구건강관리기관에서 의료진의 개입을 통해 장애인

이 수요로 하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술적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

다.

2. 예산의 규모

(1)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예산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구

성된다. 따라서 국비 예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예

산 확보수준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 장애인복지 예산의 경우 2014년 기준 9,005,712백만 원으로 GDP

대비 0.61%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의 평균 수준인 2.11%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권에 속한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7). 지역 단위로 한정지어 보더라

도 예산의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가령 서울시의 2017년 전체 사

회복지예산 8조 7,735억원 중 장애인복지 예산은 7,541억원 수준으로(서

울시청, 2017)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8.4%에 불과하다. 이 중 2017년 장

애인복지관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은 74,304,717천원에 불과하다. 2015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당 예산 평균액은 3,480,017천원이고 전체 45개 장

애인복지관의 예산 총액은 156,600,767천원으로 이와 비교할 때,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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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기준 한국 중국

재정
재정의 원천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예산 규모 부족함 부족함

의 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장애인복지 예산 중 장애인의 재활분야에 편성되는 정확한 금액을 제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예산의 규모가 작다는 점으로

부터 미루어 볼 때,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예산의 확보도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 사구재활

중국의 경우 사구재활을 담당하는 사구건강관리서비스센터가 주요하게

상급 장애인연합에 신청하여 예산을 편성 받는데, 장애인연합과 위생부

로부터 심사를 거쳐 통과된 경우에만 장애인연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재활사업의 예산은 주요하게 중앙재정, 성

급 장애인재활 특정자금 그리고 기타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2017년

중앙정부에서 광둥성에 편성된 장애인사업발전보조자금은 일반(공공)예

산 5,532만 위안과 중앙특정복권공익금 8,454만 위안으로 구성되어 총

13,986만 위안이다. 이 외, 성급 재정 중 일반예산 3,200만 위안과 성급

복지복권공익금 1억 위안, 그리고 장애인사업발전 보조자금 168만 위안

을 투입하였다. 따라서 2017년 광둥성 장애인사업 발전을 위한 예산은

총 27,354만 위안으로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45,150,512천원에 해당한

다. 이는 광둥성 장애 인구가 서울시 장애 인구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점

을 고려하면 광둥성 장애인사업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3. 재정의 차이점

<표 15>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의 재정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재원은 공공재원으로 국고와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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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부담 비율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2014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중 사회복지예산에서의 증가율

은 각각 4.7%와 11.8%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 간의 경제수준 차이에 의하여

지방정부 간의 재정이 불균형한 상황에서는 특정 지방정부에 한해서 지

속적으로 재원 마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사

회중심재활사업의 수혜자가 대도시 거주 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지방정부의 부담을 대거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통해 지역 간의 차이를 감소해야 한다. 다만,

사업 예산의 국고 부담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장애인복지관의 사업 운영 예산의 원천은 비교적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정부보조금 외에도 후원금, 사업수익 그리고 여러 민간재원

까지 동원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사구재활사업의 예산은 공공재원의 형태로, 중앙 재정과 성급 장애인

재활 특정자금으로 구성된다. 주요하게 조세와 복권공익금에 의거하여

중앙 일반예산과 중앙특정복권공익금, 성급 일반예산과 성급 복지복권공

익금을 통해 장애인사업발전보조자금을 확보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국가 예산 대비 예산을 배정받으려는 지방 정부의

숫자가 많아 국가 재정 배정금을 할당받기 어려우며, 받는다 하더라도

자금 전달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합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사구건강관리서비스센터가 편성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매우 한정적이며, 지방정부의 재정규모 또한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구재활사업이 사실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의 사구재활사업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절대적 예산

규모를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 재정 배정금 등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바, 단순히 공공재원에 한정

할 것이 아니라 민간재원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확보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의 경우 지역별 예산 규모의 편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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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장애 인구가 많아 재활수요가 많거나 빈곤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대도시가 아닌 이상 재활서비스의 제공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 도시의 규모가 아닌 각 지역별 장애 인구 현황이

나 특성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여 전체 사업 예산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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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지역사회중심재

활은 장애인의 재활, 기회균등, 빈곤감소 그리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

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WHO의 권장으로 처음 시작된 지

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현재 전 세계 90여개의 국가에서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5년에 처음으로 지

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시작하였고 중국은 1986년 처음으로 사구재활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여 30여년의 발전과정을 거

쳐 온 현 시점에서 중국 사구재활의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

행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구재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

국가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비교하는 연구는 아주 유용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의 사구재활을 비

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사구재활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 틀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할당, 급여, 전달체

계, 재정 등 네 가지의 차원의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해당 분석 틀에 근

거하여 비교하고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표 16>과 같다.

첫째, 할당의 측면에서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 모두

재활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자격기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한국

은 장애등급, 등록 여부, 소득수준 등을 우선 선정기준으로 설정하고 있

고 중국은 소득수준과 장애아동 우선이라는 연령 설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등록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 모두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등록된 장애인만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가 재

활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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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분석내용 한국 중국

할당

Ÿ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Ÿ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에 우선

순위가 있는가?
있다 있다

급여

Ÿ 장애유형 및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욕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Ÿ 서비스 유형에 대한 결정 권한

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달체계

Ÿ 서비스 전달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의 구성은 어떠한가?

일부

불충분
불충분

Ÿ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이 전

문성을 갖고 있는가?

일부

불충분
불충분

Ÿ 서비스 대상자, 가족, 지역주민

들이 서비스 관련 의사결정과

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불충분 불충분

Ÿ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크가 활성

화되어 있는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재정

Ÿ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각각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Ÿ 예산의 규모는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표 16>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의 비교분석결과

둘째, 급여의 차원에서 한국은 장애유형 및 개별적 특성에 따른 서비

스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다양성

이 부족하다.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은 각 지역사회의 장애인 현황을 기

반으로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부합되는 재활서

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중국의 사구재활 서비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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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서비스 종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의료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활서비스 유형의 결정과정에 있어 한국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관련 결정을 할 수는 없는

바, 양국 모두 장애인에게 서비스 유형에 대한 결정 권한은 부여하고 있

지 않다.

셋째, 전달체계의 차원에서 양국 모두 사업 담당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끔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기관

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중국의 경우 전문 인력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분야별 담당업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수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인력 구성이 의료분야에 집중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보건소 전문가들의

분야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월등하지만 대부분 의료재활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복지 분야의 전문성은 다소 결여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장애인복

지관의 전문가 인력구성은 사회복지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중국에서 사구재

활을 발전시킴에 있어 본받아야 할 점이다.

서비스의 결정권 및 통제권 측면에서 양국의 재활서비스가 서비스 제

공주체인 보건소, 장애인복지관과 사구건강관리서비스센터의 기능을 중

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 혹은 가족의 서비스 관련 결정권

및 통제권이 보장받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매년

장애인 대상 서비스 수요조사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여 서

비스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또한 서비스 관

련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기타 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가장 주된 주체인 보건소

와 장애인복지관 이외에도 기타 형태의 복지시설 및 기관과 연계를 이루

고 있다. 중국에서도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구 내 자원 간의 연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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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국 사구재활사업의 재원은 공공재원으로부터 비롯되고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예산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만 양국 모두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예산 부족으

로 인해 이로부터 비롯되는 인력·서비스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

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가 예산확

보를 위한 방안 모색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을 비교분석하

기 위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본 연

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구재활은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어 서비스 대상자 중심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한계

가 있다. 특히 장애인의 재활, 나아가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려

는 사구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구재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사구재활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방안들

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할당의 차원에서 볼 때, 서비스 대상자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우선적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 혹은 정책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 초요과정 실시계획」에서는 장애인 재활사업의 서비스 대

상자를 ‘장애인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서비스의 수혜자

가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법률 혹은 정책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

재로써는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구재활의 주요 목표

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련 법률 혹은 정

책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욕

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나아가 보편주의적 서

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둘째, 급여차원에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장애유형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장애유형별 특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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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애유형의 서비스 욕구 분포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이에 기반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

다.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경우 신현석(2007) 등이 지역사회 장애

인들의 욕구조사를 CBR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뽑는 등 그 중

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반영하고 있는 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

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가지 기초조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다만 장애유형별 특성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가 한국에

서도 미비할 뿐 아니라 국가별 장애유형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구재활 개선 과정에서는 서비스 대상자들의 욕

구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욕구 조사, 서비

스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비스 유

형 개발 과정에서 장애 유형별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서비스 유형 개발에

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서

비스 대상자 중심의 재활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필수적일 것이다. 김만

호·최영신(2006), 이한숙(2008)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지역사회중심재활

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혹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등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의 자발적 참여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

았다면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 또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령 한

국의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듯이 중국

에서도 법률 혹은 정책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서비스 유형 결정 과정

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가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의 인력 확

보,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의 주체적 권리 보장, 지역사회 내 기타 기

관 및 자원 간 연계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서비스의 직

접적 제공자인 재활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구성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전문 인력 부족 및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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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전문 인력의 부재는

서비스 연속성의 결여라는 부차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전문 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활 전문가

외에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장애인의 가족들

을 대상으로도 장애인을 돌봄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교육과정 혹은 특강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김만호·최영신(2006)은

가족을 비롯해 이웃들까지 대상으로 한 교육 제공 및 기반 마련의 필요

성을 언급하였는데, 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들에 대한

교육·지지 기반 마련은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발적 참여 및 주체성

강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이라 여겨진다. 한편, 현재의 사구건강관리서비스센터 중심의 서비스 제

공에서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 중심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장애인 당

사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들에게 직접 서비스의 선택 권한을 부

여하는 것으로, 장애인 대상 서비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당사자 결정권

과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대상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의 서비스 부재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연계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다

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동원 및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 등을 가능케 한

다. 한국의 경우 보건소가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통해 장애인복지관 및

기타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가용자원을 다양하

게 활용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는 현재 사구건강관리서비스기관

내부 자원만으로는 사회적 급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급여내용 또한 기존과 같이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치

중하는 것보다는 연계성과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재정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예산 분배에 있어 양적·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사구재활사업 예산의 재원은

매우 한정적이다. 중국의 사구재활사업 예산은 공공재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급 대비 수요가 크고 국가 재정 배당금을 취득하기 매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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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취득 과정이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마저 풍족하지

않아 사구건강관리서비스센터가 재활사업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선회 회비, 사회 기부금 등을 동원하여 민간

재원 도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복지, 나아가 사구재활사업에 투입되는

실질적 예산의 규모를 키워야 할 것이다. 한국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후

원금, 사업수익, 이월금 그리고 민간재원 등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처럼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적인 측면에서는 지역 간 적절한 예산

분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중국은 국가 경제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

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마저 대도시를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활수요가 높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규

모의 복지 예산을 할당받지 못해 사구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 경우 지역별 장애 특성이나 장애인구 현황 등을 고려

해 복지 예산을 지역별로 배분하여 지역 간 사구재활 서비스 품질의 편

차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 연구의 한계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양국에서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광둥성을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비단 재정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만으로 중국 사구재활 전반을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사구재활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지역특성에 따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문헌자료를 통하여 한국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중국 사

구재활을 비교분석 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한

계점으로 인해 본 연구는 제도적 측면만 바라본 분석으로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구재활 서비스가 장애인의 생활에 어

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하여 담아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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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과 그에 적합한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구재활 관련 연구 중 정책

분석 틀에 입각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 탐색적 차원에서 한국 지역사

회중심재활과 중국 사구재활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2.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 중국 사구재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비교연구 대상을 한국으로 선정하였다. 상기 내용에서 언급하였듯

한국과 중국은 수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양국의 비교연구는 그 의의

또한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광둥성을 중심으로 현 시점에서

양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하여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을 근거로

네 가지 차원의 가치적 기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지만 양국의 지역

사회중심재활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후속연구도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타 국가와의 비교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국,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인 일본과의 비교연구도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 이외의 복지 선진국

과의 비교연구도 후속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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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first started by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an effort to enhance the lives of the disabled and

their family through dimensional approaches, is now being conducted

in more than 90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China. Chinese

form of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is praised for providing both

rehabilitation service and opportunity of social participation to the

disabled. Also, China built a legal basis of rehabilitation for the first

time in 2017 through enactment of 「Regulations on Disability

Prevention and Recovery of the Disabled」, and recently started

addressing the importance of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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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tool to achieve the goal of “All-accessible rehabilitation

service”. As China’s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ontinuously

showed improvement and became more widespread, pluralization of

the service also started being carried out. Nevertheless, China’s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still failed to meet the needs of the

disabled.

In this state,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problems of China’s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by analyzing differences between

that of China and South Korea, main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stage and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 and China’s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This understanding will help seek a

more effective solution for the vitalization of China’s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To do so, this paper limited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to ‘Seoul’ and ‘Guangdong Province’, major

cities of each nation, and mainly based on literature review. A new

analysis framework was formed based on Gilbert & Terrell‘s (2010)

analysis framework, and was used to analyze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of Seoul and Guangdong Province on four main aspects: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and finance.

Result of the survey showed that two cities started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service in 1985 and 1986 respectively,

and while the period of development is similar, these two subjects

showed slight differences on four major aspects stated above. Firstly,

on the aspect of allocation, both South Korea and China’s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service prioritized the personnel

qualification standard in choosing subjects for the service. While

every disabled in South Korea are eligible for rehabilitation service,

regardless of their registration status, only those who are registered

can receive service in China. Additionally, on the aspect of benefits,

China’s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service showed relatively less

diverse forms of service compared to that of South Korea. Also, both

nations did not grant the right to choose types of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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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to the disabled in the course of decision making. Next, on the

aspect of delivery, South Korea outweighed China in all aspects

regarding organization and proportion of human resources. To be

more specific, South Korea showed superiority in diversity of

professionals and proportion of professionals in the field to social

welfare. In addition, while South Korea organized community

consultative group for rehabilitation to provide an integrated service,

China showed weakness in the cooperation between each

organizations and therefore had no efficient connection between

organizations and resources. Also, on the aspect of discretion and

control, both nations did not provide enough rights to choose

adequate rehabilitation service to the disabled or their family. Finally,

two nations showed differences in the root of finances in that while

China’s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omes only from public

funding, that of South Korea is composed of both public and private

funding. Yet, both nations were under lack of finance.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ed solutions for the vitalization of

China’s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based on four major aspects: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and finance. First of all, it suggested

changes in laws or policies prior to acquiring universality among

subjects of the rehabilitation service. Secondly, together with

researches on the needs of the disabled, diverse services that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should be developed.

Also, changes in policies or laws should be made to ensure the rights

of choosing each individual’s own service. Thirdly, to solve several

problems caused due to unbalance and lack of professionals, more

educational courses to train professionals should be developed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the sole subject of the rehabilitation service.

Also, cooperation between diverse organizations can be achieved by

organizing community consultative group for rehabilitation, and this

can also derive effective usage of services and professionals of

diverse fields. Lastly, this research proposes the need for adop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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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funding such as charity funding or donation in order to secure

sufficient revenue, considering that lack of resources can derive

further problems such as lack of human resources.

Keywords : disabled, Gilbert & Terrell, South Korea and

China’s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CBR), comparative

study

Student Number : 2014-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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