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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대표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정체성 변화를

고찰하고,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배경을 탐색하였다.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부 관련성(정부 관련성 높음/정부

관련성 낮음),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인식/인식 권력/권력)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정체성은 1980년대까지 일탈집단에 머물렀으나 1990년대 후반, 2000년

대 초 의존집단으로 변화되었고 2000년대 후반인 현재 수혜집단으로 변화되는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정체성이 수혜집단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인식의 전환에는 정부와 관련된

요인으로 정책설계가, 정부와의 관련성이 낮은 요인으로 사회운동, 사회적 사건 등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권력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정부와 관련이 높은 요

인으로 정치적 사건과 정책설계, 외부적 사건을 정부 관련성이 낮은 변수로는 사회운동의 영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 한계

가 없는 것은 아니며, 정책설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권익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장애인 정책,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책 설계, 사회적 구성(형성)】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고려대 BK21 박사후과정(cseongeun@gmail.com)
논문접수일(2011.8.2), 수정일(2011.12.14), 게재확정일(2011.12.20)



248 ｢행정논총｣ 제49권 제4호

Ⅰ. 서론

한국 사회에서 장애는 ‘결핍’ 혹은 ‘결함’으로 인식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한 심

각하게 고착된 상태였다. 그러나 현재에도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 긍정

적인 시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 특히 인권적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김진우, 2008; 김미옥･정진경･김회성, 2008),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보험제도 계약시 장애인의 55.6%가 차

별을 받는다고 응답하는 등 장애 차별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

애인에 대한 인식적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주목을 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

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이 그것이다. 이 법은 기존의 의료적 모델에 입각한 복지가 아

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인권지향적 시각을 보여주

며 장애인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7: 5-6).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차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제

도로 영국령이었던 홍콩을 제외하고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에서 2008년 4월 시행되

었다. 물론 한국에서 장차법 이전에 장애인 차별 금지를 규정한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장애인 관련법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그리고 국

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

는 행정수단이나 벌칙 규정이 없어 선언적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장차법 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제도적으로 법제화하고 더 나아가 차별행위에 대

한 시정명령과 벌칙 등 권리구제 수단을 실효성 있게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후진적이었던 한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법 제정이 가능했을

까? 전술했듯,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대표적인 사회적 소외자로 지적된다. 따라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착된 제도적 상황을 변화

1)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패러다임은 의학적 모형과 사회적 모형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의학적 모

형이란 장애(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원인을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장애인이 무

언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자신이 가진 장애(신체적, 정
신적 손상)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훈련 등을 통

해 회복하거나 잔존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 재활되어야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반면에, 사회적 

모형에서는 장애의 원인을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에 있다고 파악하며, 이에 따르면 장애인이 무언가

를 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 때문이 아니라 그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 때문이다. 따라서 재활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 
곧 사회가 된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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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목

소리를 내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처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사례

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는 고용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전영평, 2000; 전영평･이곤수, 2002; 나운환･박경순･
전미리, 2003; 류정진･나운환, 2006; 이석원, 2007; 김태일･이규선, 2007; 김병규･이곤수, 

2010), 장차법의 형성을 다룬 기존 연구 역시 장차법이 형성될 수 있었던 원인과 배경을 탐

색하기보다 사례의 기술에 머무는 것을 알 수 있다(박종운, 2004; 전광석, 2004; 남찬섭, 

2007; 이승기, 2007; 임미경,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차법 제정 시기를 중심으로 장

애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변화된 과정과 그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장차법이 제정될 수 있었

던 배경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장애인의 정체성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사회적 구성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자 한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적 실체가 객관적,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행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 그 의미가 형성, 변화된다고 파악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과거 무능

력한 소외자로 간주되었지만, 현재에는 장차법에 근거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그 정체성

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형성된 정책대상으로 간주할 경우, 의미 변화

의 과정 및 원인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해석적 접근은 기존의 

합리적, 분석적 정책연구와 차별화되며, 다양한 참여자들이 정책과정에 가져오는 의미들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특히 정책은 정책대상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장애인 정책 역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Schneider & 

Ingram(1993), 김명환(2005) 등은 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정책 설계가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로 장애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

인 정체성의 변화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거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 설계된 1980년부터 현재까지

로 하되, 구체적으로 장차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1999년부터 2010년까지를 주요 시간적 범

위로 정했다. 그리고 연구의 분석을 위해 대상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 회의록을 포함한 공

공문서, 보고서와 관련 학술논문, 그리고 언론자료 등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언론자료의 경

우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국내 장애인에 관한 내용과 국내 거주 장애인의 정체성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외국 사건을 모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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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구성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적 구성이론과 정책 

행정학을 포함하여, 정치학, 사회학, 과학기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구성(형

성)이론이 차용되고 있다.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사회

적 구성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실재(reality)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로서, 어떤 현상은 원래 주어진 혹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

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특정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디서나 

동일하진 않으며 오히려 문제에 대한 정의는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심지어 문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행위자들 사이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며, 

시간에 따라 문제에 대한 정의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현상은 정치사회

적 환경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의미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역시 유사하다.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현상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혹은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정책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주요시되는 공공정책

의 효과성 또는 효율성과 관련해서 발견될 수 있는 진실들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연시되었던 객관성에 대한 가정을 보완한다

(김명환･안혁근, 2006: 271). 정책과 관련된 여러 면 중에서도 특히 정책대상에 대한 인식은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직접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책대상

에 대한 인식은 한번 정해지면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 강화된 

정책대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향하는 정부는 정책대상에 대한 인식적 방향성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

적으로 그 역사적 경로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정책대상에 대한 인식이 정책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기인하여 정책의 사회

적 구성에 관한 기존 연구 역시 정책대상의 의미변화에 주목하였다. 대표적으로 Schneider 

& Ingram(1993)은 정책대상의 사회적 구성은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며, 정책대상에 

따라 정책도구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왜 어떤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더 혹은 덜 수혜 

받도록 정책이 형성되는가’는 결국 대상 집단이 어떤 정체성 혹은 인식으로(부정적 혹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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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형성되는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대상의 사회적 구

성에 대한 많은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Schroedel & Jordan(1998)은 Schneider & Ingram(1993)의 분석모형을 차용하여, 의회에서의 

AIDS 정책결정과정을 탐색했다. 그래서 권력과 인식의 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 대상

의 이익 혹은 부담이 결정되며, 수혜집단의 경우 정책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 반면, 주장집

단과 의존집단은 상징적으로만 정책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후 정책대상의 사회적 구성 과정 혹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책대상의 정책설계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되고 있다. 예를 들어 

Newton(2005)은 멕시코계 미국인 이민자를 사례로 정책대상의 사회적 구성에 따라 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불법으로 건너온 멕시코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은 

미국 사회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복지 혜택을 누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로 인식되었고, 

그 결과 이민자의 복지 혜택 및 관련 정책은 점차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Kirby(2004)는 장

애 혹은 장애인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이나 모델에 입각해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느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전략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이 외에도 정책대상의 사회적 구성 혹은 이에 따른 정책변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Nicholson-Crotty &. Meier, 2005; Soss, 2005; Schram, 2005).   

한편 국내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김명환(2005)의 연구는 사회적 형성이론을 국내에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 형성이론을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사례에 적용하여 정책대상의 변화에 따라 정책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통신품위법의 대상 집단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언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포르노를 유포하여 청소년들에게 해를 입히는 자에서 언론의 자

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 자로 변경됨으로써, 결국에는 정책이 헌법에 위반되어 폐지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김명환･안혁근(2006)의 연구는 사회적 형성이론을 세련화하여 

포괄적인 이론틀을 제시하고, 경험적 사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형성이론 틀을 중심으로 격발기제, 이슈확장모형 및 지지연합이론과의 결합을 통해 

정책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성매매특별법 사례에 적용하였다. 그래서 

대상집단인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인식이 윤락녀인 성매매범죄자에서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희생자인 성매매 피해자로 전환됨에 따른 정책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이영범･
허찬행･홍근석(2008)은 IPTV 도입 정책을 사례로 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에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는 인식적 측면과 더불어 권력적 측면이 함께 고려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리

고 갈등관계에 있는 두 대상의 상대적 인식차이 혹은 반사이익에 따라 정책 설계가 달라진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한승준･박치성(2011)은 정책 대상의 사회적 구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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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계가 달라지지만 동시에 정책설계가 정책대상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외국인 집단인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사례로 이들

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원인을 정책설계, 사회적 사건, 사회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분석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정책대상의 사회적 구성에 따른 정책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deLeon(2005: 635)이 지적하듯, 어떤 요인으로 대상집단의 정체성 혹은 인

식이 변화되는가 즉 구체적인 기제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소홀한 면이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행정학에서는 아직 사회적 구성에 대한 연구가 도입기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로 표상되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론의 세련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데서 더 나아가 사회

적 형성이 이루어지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대표적 소수자 사

례를 통해 분석한다면 더 경험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2. 정책 대상의 사회적 구성과 변화 원인

1) 정책대상의 정체성

Schneider & Ingram(1993), Donovan(1993), Ingram & Schneider & deLeon(2007), Schneider 

& Sidney(2009) 등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책대상의 정체성은 첫째 상대적인 정치적 

자원의 보유 정도와 둘째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상대적 사회적 인식의 구성에 따라 형성된

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인 수혜집단(advantaged), 의존집단(dependents), 주장집단(contenders), 

일탈집단(deviants)으로 구분된다.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인식과 권력에 따른 정책대상의 유형

사회적 구성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정

치

권

력

강

함

수혜집단(Advantaged)      

노인, 기업가, 퇴역군인 등   

 주장집단(Contenders)

 부자, 거대조합 등

약

함

의존집단(Dependents) 

아동, 빈곤층 등  

 일탈집단(Deviants)

 범법자, 폭력집단 등

자료: Schneider & Ingram(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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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혜집단은 정치권력이 강하고 동시에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집단으로, 노인, 퇴역

군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타 집단에 비해 정책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주

장집단은 부자와 거대조합 등 정치권력은 강하지만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집단

으로 이들은 정책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간주된다. 이와 함께 의존집단은 사

회적 인식은 긍정적이지만 정치권력은 약한 집단이며, 일탈 집단은 범법자나 마약중독자 등 

정치권력과 사회적 인식이 낮은 집단이다. 각 집단에 따라 사용하는 정책수단과 정책합리성

의 개념이 달라지며, 또한 강력하고 긍정적으로 간주되던 집단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변화될 

경우 정책내용이나 수단도 달라질 수 있다. 

2) 정책대상의 정체성 변화 원인

정책대상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먼저 Jurick & Cowgill(2005)은 행위자 변수에 주목하여 중소기업발전프로그램을 

사례로 프로그램 대상의 정체성 형성에 집행조직과 유관조직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2) 이와 함께 Jensen(2005)은 미국의 군인연금정책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정

책대상의 사회적 구성에는 사회적 사건이나 구조, 정책피드백, 정책결정자의 신념 등이 영

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Schneider & Ingram(2005: 8-16)은 행위자 변수와 함께 

환경적 변수를 사회적 인식의 형성요인으로 동시에 제시했다. 이들은 종합적 시각에서 사회

적 인식의 형성･변화요인을 제시했는데, 사회적 사건을 포함한 외부적 사건, 사회운동, 혁신

가정신, 정부정책, 과학과 기술 진보, 사회과학, 인구학적 특성 변화가 그것이다.

한편 정체성의 형성에는 Schneider & Ingram(1993)이 지적하듯 사회적 인식과 함께 정치

권력적 요인이 또 다른 주요 축을 형성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인식과 권력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정체성 변화요인을 고찰하고 있

다. 하지만 사회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 측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hneider 

& Ingram(2005)을 중심으로 하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정책대상의 형성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을 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승준･박치성(2011)에 기반하여 정부 관련성이 높은 요인과 정부 

관련성이 낮은 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면 1)정부관련성 높음/권력측면 영향

요인, 2)정부관련성 높음/권력･인식측면 영향요인, 3)정부관련성 낮음/권력･인식측면 영향요

2) 중소기업발전프로그램은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다른 혁신적 측면으로 차별화되었지만, 외부 관련

조직은 프로그램의 성과를 강조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집행조직은 성과가 높은 조직을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정체성은 변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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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4)정부관련성 낮음/인식측면 영향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부관련성 높음/권력측면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여기에는 외적 사건이나 정치

적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9.11테러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Ingram & Schneider, 2005). 9.11테러는 미국 내의 아랍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랍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타 국가 이주민의 권익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합법적인 아랍

계 이민자들도 테러리스트로 지목되었고,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법적 지위 등록은 무기한 연

장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사건은 정부관련성이 높으면서 정책대상의 권력측면에 영

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다. 한 예로 정광호･김민영･금현섭(2010)이 보여주는 것처럼 공산

주의와 자본주의가 경쟁하는 냉전 구도 속에서 탈북자는 5.16군사정권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차원, 즉 국내 정치 상황의 맥락 하에서 접근되었다. 그 결과 탈북자는 남북

분단의 군사적 피해자로 규정되었고,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치적 상

황이 바뀐 김영삼 정부에서 탈북자들은 과거와 달리 여느 생활보호 대상자와 동일한 차원

에서 고려되었다. 이처럼 국가 간 우호 혹은 긴장관계, 그리고 국내의 정치 상황에 따라 권

익의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정부관련성 높음/권력･인식측면 영향요인으로 정책설계를 살펴볼 수 있다. Schneider 

& Sidney(2009: 108-110)가 지적하듯, 정책설계는 유일한, 중요한 종속변수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는 독립변수라 할 수 있다.3) 정책설계는 대상 집단과 다른 시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내용으로써 대상 집단의 방향과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다(Ingram & Schneider, 1993: 71-72).4) 이러한 정책설계는 분열된 집단

을 통합하여 인식적 전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동시에 힘없고 심지어 위험하다고 표상된 집

단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정책대상의 권력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인종

분류 정책이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흑인폭동에 참여했던 아프리카계 흑인들에 대한 부

정적 인식으로 차별이 심화되자 인종분류정책의 재편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중산층이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동시에 권익 확보가 이루어졌다. 

셋째 정부관련성 낮음/권력･인식측면 영향요인으로 사회운동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운동

은 정부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낮지만, 사회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동인이라 할 수 있다. 역

3) 이와 관련해 Schneider & Sidney(2009)는 정책설계가 민주주의의 네 가지 측면, 정의(공정함, 삶의 질 

등), 시민의식(정치적 목소리, 참여, 정체성 등), 민주적 제도(규모, 깊이, 진정성 등), 문제해결(효과성, 
효율성, 적합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4) Ingram & Schneider는 사회적 형성을 포함한 대상 집단의 성격 규정, 정책의 정치적 속성(수혜 또는 

부담), 정책논리, 정책이 대상집단에게 적합한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도구들, 정책을 정당화

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 및 정책 속에 내포된 메시지 등 정책설계에 담겨져 있는 여섯 가

지의 요소들을 제시하였다(김명환, 2005: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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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나약한 존재라도 집단을 형성하여 기존 체제에 대항했을 때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동

시에 권익을 획득하게 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20세기의 많은 사회운동들은 실제 근본적, 지

속적 정책변화를 유발했다. 한 사례로 여성운동은 여성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김명환･안혁근(2006) 역

시 여성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희생자, 사회적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으로 변했고, 그 결과 성매매여성의 인권이 구제

될 수 있는 정책이 형성되었다고 분석했다. 

넷째 정부관련성 낮음/인식측면 영향요인에는 사회/문화적 사건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Schneider & Ingram(1993: 343)은 정부 관련성은 낮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건들은 

사회적 구성에서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미국사회에서 에이즈 

환자는 1983년 이전까지만 해도 부정적 정책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테니스 스타 아서

애쉬와 같은 수혈에 의한 에이즈 감염 사례, 영화 필라델피아 등에 의한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변화 속에서 에이즈 환자는 긍정적인 정책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5) 

3. 분석틀

과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권익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식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장애인의 정체성은 비장애인과

의 동등성이 강조되었으며, 인식과 권익적 측면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향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장차법이라는 정책이 형성된 것에 착안하여, 어떤 요

5) 이 외에 Schneider & Ingram(2005)은 과학의 발전과 사회인구학적 변화를 정책대상의 사회적 구성의 

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한국은 IT강국이고 재활보조기구 등의 제

작에 필요한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이러한 기술이 복지분야에 실제 적용되지 못했다(빈부격차차별

시정위원회, 2006: 10-11). 또한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친 장애범주의 확대 속에서 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노령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중증 장애인의 수 역시 지속적

으로 증가했으나 1980년대 이전부터 후천적 장애가 선천적 장애보다 더 높게 지속되는 등 구성 비율

상의 변화 양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실제 김병규･이곤수(2010)는 장애인구 구성이 다양화되는 변화

는 장애인복지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변화가 정책의 변화를 유발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인구비율이 1
인당 장애인복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인구비율은 1인당 장애인복지비와 정의관계

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장애인의 정

체성 변화, 더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제정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직접적 요인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정보통신의 발전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동시에 장애인 수의 지속적 증가는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촉매제가 된 면

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장애인의 정체성이 전환될 수 있었던 배경적 근간으로 파악되어, 현황 

부분에서 정체성 발현 배경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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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해 장애인의 정체성이 기존의 일탈집단에서 수혜집단으로 변화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영향 요인을 Schneider & Ingram(2005), 한승준･박치성(2010) 등의 연구

를 바탕으로 1)정부관련성 높음/권력측면 영향요인, 2)정부관련성 높음/권력･인식측면 영향

요인, 3)정부관련성 낮음/권력･인식측면 영향요인, 4)정부관련성 낮음/인식측면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정부관련성 높음/권력측면 영향요인 중 정치적 사건은 주요 정당 및 국회에서의 장

애인 정책에 대한 논의, 장애계의 정치 참여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의 

국회의원 선출과 같은 제도적 참여는 장애계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으며, 또한 정치권은 선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투표권을 지닌 정

책 대상집단에게 유리한 정책을 설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차법 

논의와 관련된 제16대에서 18대 국회를 중심으로 장애계의 정치 참여 및 주요 정당인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의 장애인 정책 논의를 살펴보겠다.  

이와 함께 외적 사건은 타 국가 및 국제기구의 영향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

피 한국의 장애인정책은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법상의 주요 주체로 사회, 인권문제를 위한 활동을 모색한 국제

연합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앞서 제정했던 국가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둘째 정부관련성 높음/권력･인식측면 영향요인은 정책설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정책설계는 정책대상의 인식과 권력적 측면에 동시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지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법원의 주요 판결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중앙정부는 장애인정책

과 관련성이 높은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 

예산 정책은 보건복지부로 한정하여 살펴보겠다.6)  

셋째 정부관련성 낮음/권력･인식측면 영향요인은 사회운동인 장애운동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장애운동은 정부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낮지만 장애인의 권익 및 인식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직접적 영향 요인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소수자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정체성이 변화될 수 있었던 주요 동인으로 사회운동을 지적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장애운동의 운동전략, 요구내용, 참여주체 등을 고찰하고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운동의 활동을 주요 활동단체였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를 중심

6) 장애인 복지예산은 중앙정부 일반회계 뿐 아니라 분권교부세로 지방에 이양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그리고 에특회계의 전입금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따라서 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예산 정책 해석상 

비약이 나타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예산으로 한정하여 장애인 

예산의 흐름을 분석했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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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보겠다. 

넷째 정부관련성 낮음/인식측면 영향요인은 사회･문화적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언론에서 나타난 장애인 관련 주요 사건 사고, 장애인실태조사와 같은 보고서를 분석하

여 장애인이 처한 실상 및 관련 사건들이 장애인의 정체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연구의 분석틀

정체성 형성･변화 요인

➡

정체성 변화

➡

정책설계: 장차법

정부관련성 높음/권력측면 영향요인
 -정치적 사건
 -외적 사건

일탈집단 

➜ 수혜집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함

정부관련성 높음/권력･인식측면 영향요인  -정책설계

정부관련성 낮음/권력･인식측면 영향요인  -사회운동(장애운동)

정부관련성 낮음/인식측면 영향요인  -사회･문화적 사건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사례 및 배경

1. 장애인차별금지법 공론화기: 1999년-2002년

장차법은 장애계를 중심으로 국민의 정부 시기에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는 인권

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한층 높아진 시기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

회의 출범이 하나의 사례였다. 그러나 인권 개념이 대체로 공적 영역에서 논의된 반면, 장

애인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었고, 이에 장애인 정책은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되기 어려웠

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8). 헌법에서 국민의 평등을, 그리고 장애인관련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했지만 법적 조문과 관련되어 

실효성을 담보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2000년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수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장애인 집단이 확장하면서 자체적 성찰을 제기하는 배경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2000년 이전에는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장애 4유형만이 장애의 범주로 간

주되었으나 제1차 장애범주 확대를 통해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장애도 장애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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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수는 1999년 698천명에서 2002년 1,294천명으로 약 85%

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단체인 열린네트워크는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았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발현된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2002년 국

토순례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안 작성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도 동년 자체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작성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

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열린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준비모임이 장애우권익문제소

를 중심으로 한 장추협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장차법 제정을 위한 범 장애계 연대가 형

성되었다. 이에 2003년 4월 58개 단체의 참여 속에 장추련이 출발했고, 이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단체 간 연대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었다(장추련, 2005).7)

2. 복지적 시각에 입각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의제화기: 2003년-2005년

장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장애계는 장차법 제정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게 공약사항으로 요청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한 노무현 대통

령이 당선되면서, 참여정부의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을 성, 학벌, 비정규직, 외국

인 노동자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 5대 차별로 규정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시

정의 맥락에서 검토되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1-2). 당시 장애인 차별시정과 관련된 

부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였다. 그러나 인권위의 경우 전반적인 차별시정업무를 

주관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의 주관부처였고 따라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장

차법 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장차법안이 장애계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었지만 보건복지

부는 독자적으로 안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장애계도 자체적으로 법안 제정 작업을 추진했다. 2003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라는 구호 아래 1번의 공청회와 9번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고, 

2004년 5월 19일 공론화시기에 작성된 법안을 수정하여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안 초안을 마련했다. 장추련이 초안을 마련한 직후인 동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도 장애

인차별금지법안을 작성하고 공청회를 실시했다. 

한편, 이 시기에는 2003년 7월 제2차 장애범주 확대가 이루어졌고, 장애인의 수 역시 증

가하였다.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장애가 포함되어 그 유형이 15가지로 확대되었

고, 장애인의 수 역시 2003년 1,454천명에서 2004년 1,611천명, 2005년 1,777천명으로 지속적

7) 내적으로 균열된 장애계가 대통합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인이 사회의 주체라는 것

을 규정한 장차법의 제정은 분파의 이익을 논하기에 앞서 전 장애계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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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했다. 장애인의 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제반 여건 역시 향상

되었다. 하나의 사례로 장애인의 컴퓨터 보급률은 2003년 57.9%에서 2004년 62.3%, 2005년 

66.2%로 증가했고, 전체국민과의 정보격차도 2003년 20%에서 2005년 12.7%로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도 증가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법안은 기

존의 장애인 법안을 통합적으로 정리했지만 증가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

는데 한계가 있었다(장추련, 2005). 

3. 인권적 시각에 기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기: 2006년-2007년

이 시기 법 제정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청와대는 차별

시정 일원화 원칙을 정하고 차별시정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주요 차별 중 하나로 간주했고, 이에 일반법 성격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장애계는 장애인이 처한 특수한 맥락을 강조했고, 개별법 성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장애계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8) 

장애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을 통해서 장애차별로 인한 권리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2006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전개했다. 장애계의 

격렬한 항의가 한달 이상 지속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차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

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어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관련 부처와 장애계가 의견

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2006년 8월 대통령자문위원회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을 

중심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장애계의 참여 속에 민관공동기획단이 구성되었다(장추련, 2006

).9) 2006년 8월 16일 첫 회의부터 동년 12월까지 12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정부와 장애계

8) 차별시정일원화의 맥락 및 장애계의 장차법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10월 정부는 

대통령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차별시정 일원화 원칙을 정하고 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결

정했다. 청와대의 발표 이후 2005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조직을 중심으로 차별시정기능을 통

합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장애계는 2005년 3월 말 각 정당과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당시 장애계의 입장과 장차법 수정안의 핵심 내용을 포함한 공개 질의서를 보

냈다(박종운, 2004). 이에 민주노동당에서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고, 동년 4월 장추련과 민주노동당은 

연대를 구성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진보라는 이념이 장애인 운동 내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

가를 고민하던 상태였다. 2004년 진보적 장애계와의 연대를 통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통과

시켰고, 이후 진보정당에서 지니는 장애운동의 의미, 그리고 동시에 장애운동에서 지니는 진보정당의 

의미에 대한 성찰 속에서 장애계와의 연대를 구축했다(민주노동당, 2005). 그래서 동년 5월에서 6월 

장추련 수정안을 중심으로 장애계와 민노당 사이에 법안 논의가 진행되었고, 8월 입법공청회를 거쳐 

9월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9) 민관공동기획단에 참여한 정부부처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

교통부의 6개 부처와 차별위, 국무조정실이었고, 인권위는 옵저버로 참여하였다. 정부부처는 제3차 

회의부터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참여부처 수가 9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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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장차법을 구성했다. 민관공동기획단에서 논의된 안은 열린우리당을 

통해 2006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었다.10)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처리가 연기되었고, 이에 장애계는 사이버 시위를 비롯한 

항의를 다시 전개했다. 당시 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2006년에는 190만

명, 2007년에는 200만명이 넘었다. 이와 함께 컴퓨터 보급률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전체국민과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10%대로 줄어들었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역시 크게 증

가했다(김태균･조현숙, 2010: 191-195). 이러한 환경 속에서 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계의 염원 

역시 증가했고, 결국 장차법안은 2007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그리고 1년 뒤

인 2008년 4월 시행되었다.  

Ⅳ. 장애인 정체성 변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 일탈집단 시기: 1980년-1998년11)

1) 정부 관련성 높음/권력측면 영향 요인: 외적 사건

국제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서 장애인이 정책대상으로 고려되는 계기를 마

련했다(나동석, 1993; 전영평, 1995; 전영평･이곤수, 2002: 63).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

의 해로 선포하고 전 세계에 장애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UN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고 각 국이 이를 실천하는 지침을 설립하도록 장

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유엔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처우를 국

또한 산업자원부는 정식 구성원은 아니었지만 수시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장애계에서는 장총과 장총

련 외에 중증장애인 대표, 여성장애인 대표, 제3그룹 대표, 시각장애인 대표, 청각장애인 대표 등 7개 

그룹 대표와 장추련 법제위원회가 참여하였다(남찬섭, 2007: 8). 

10) 당시 한나라당도 정화원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과 한

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장차법과 관련하여 활발한 교류를 했고, 그 결과 법안의 차이 역시 크지 않

았다. 소속당의 차이가 존재했지만 국회의 병합심리 과정을 살펴보면, 의견 논란보다 실효성 있는 

장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 많은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 

11)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장애는 비정상성의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무능력한 대상 혹은 기피의 대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는 장애인에 관한 속담을 통

해서도 나타나는데, 임영철･이길용(2008), 이정복(2009) 등은 고유 속담 속에서 장애인이 분수를 모

르는 존재, 뒤틀린 심성을 지닌 최하의 존재 등 부정적 의미로 형상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양

상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장애인은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과 형식적 정책설계에 의해 일탈집

단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사회운동이 발현되면서 의존집단으

로 변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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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사안으로 부각시켰고,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 한국은 장애인 문제를 더 이상 제도적으

로 방치하기 어려웠다.12) 이와 함께 1990년 미국, 1992년 호주, 1995년 영국과 홍콩에서 장

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

을 인권적 차원으로 전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서영호, 2008: 44; 이석원, 2008: 90).13)

2) 정부 관련성 높음/권력･인식측면 영향 요인: 정책설계

국제사회의 압력 하에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설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래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제적 압력에 따른 상징성이 강했기 때문에 왜 장애인 정책이 필

요한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이론적 논의나 원칙은 결여되었다(전영평, 2000: 282). 장애인 

관련법은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었고, 장애인 서비스 정책 역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구

체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법 시행 이후 9년이 지나도록 장애인 의무율의 

50% 정도밖에 지키지 못했고 장애인고용 촉진 예산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의존하는 이율배

반적 정책이 시행되었다.14) 또한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국부적, 물리적 요소나 시설만

을 충족시키도록 강제해서 한계를 드러냈다(나운환･박경순･전미리, 2003: 365). 이 시기 보

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비한 장애인복

지 세출예산 구성비는 1999년도에 이르기까지 0.1%이하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윤상용･
이민경, 2010: 120-124). 그래서 소득지원이나 보장구교부 등이 이루어졌으나 지원대상이나 

품목이 미약했고, 장애인을 격리 시키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 시설보호나 설립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15) 이처럼 사회복지분야는 정부에 의해 외면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경제 성장

12) 유엔의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1975년 12월 

UN총회에서 장애인 권리선언이 결의되었고, 1976년 제31차 UN총회에서는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결의하고 매년 12월 9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다. 또한 동년 제37차 UN총회에서는 UN장애

인의 해 10년을 선언하고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을 결의하였다(전영평･이곤수, 2002: 63).

13)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장애를 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간의 교호작용

으로 파악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는 장애가 개인에게 내재된 특성이 아니라 장애인과 환경

이 접촉하는 경계선에 내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이후 한국에서 장차법이 제정되는 주요 근간

이 되었다. 

14) 이와 관련해 한상희(2004)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작업장이라는 공간을 노동과 생산이라는 경제적 맥락 속에 구성하고 장애인을 

생산 경쟁체제에 내던짐으로써 장애인을 이중소외 시키는 체제를 이루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15) 구체적으로 소득지원서비스는 19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생계보조수당제도로 바뀌면서 시행

되었다. 그러나 1993년 기준 월2만원인 현실적으로 상당히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 또한 보장교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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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시하는 선 성장 후 복지라는 통치 이데올로기, 재정부담 기피, 사업주들의 반발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 회피 등에 기인했다(전영평, 2001: 247). 

3) 정부 관련성 낮음/권력･인식측면 영향 요인: 사회운동

1980년대 초, 중반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경제적 현실 또한 어려웠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집단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성

장하고, 1988년 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최초의 집단 항의가 발생했다. 국제사회

의 요구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시설투자와 같

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에 머물렀다. 장애인들은 이에 반발해 기초적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

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1988년 4월 발생한 '기만적인 장애인복지정책 규탄대회'가 그러

한 사례였다.16) 이 시기의 장애 운동은 주로 대정부투쟁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의 구체적 목

표는 주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에 집중되었다. 장애운동의 핵심주체는 경증지체장애인과 

전문가그룹이었으며 생존권과 노동권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유동철, 2005: 9). 그러나 

1990년대 초반까지 활발해지던 장애운동은 1990년대 들어 내홍을 겪으면서 1990년대 후반 

침체되었다.17) 이 시기의 장애운동은 그 범위나 결과적 측면에서 한계도 존재했지만 장애인

업은 1980년도부터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등의 교부로 시작하여 1990년 흰지팡이, 1992년에는 보

청기를 추가․확대하였다.(보건사회부, 1991: 358, 1992: 10). 그러나 여전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고 

품목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가 존재했다(나동석, 1993: 5-6). 

16) 1988년의 서울올림픽은 장애인들이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게 된 촉매제였다. 1988년 3월 '보람의 집' 
장애인 20여명이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의 연동교회를 점거해 한 달 이상의 단

식투쟁을 전개한 사건이 발생했다. 목사들이 순복음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장애인올림픽 지원금으로 

기부하려는 것을 장애인들이 장애인올림픽이 아닌 영세장애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년 4월 16일 명동에서 장애인들의 최초의 대

중집회라고 할 수 있는 '기만적인 장애인복지정책 규탄대회'가 개최되었다(유동철, 2005: 12). 

17) 장애계가 내홍에 빠지게 된 계기는 장애인단체의 이원화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과정에서의 입장 

대립 때문이었다(유동철, 2005: 9). 성숙기에 운동의 전략과 전술 면에서 장애인계의 숙원이었던 단

일한 공동창구 마련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러한 연합전술의 성과가 나타나자 1996년 장애인

유형별 단체의 연맹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총련)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장애운동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1998년 12월 

또 하나의 장애인단체 연맹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출범하였다. 이 단체의 출범으로 

인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회원단체였던 한국농아인협회와 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한국장총으

로 넘어가고 장애인단체는 이원화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분열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과정

에서 다시 재현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장애인계에

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8년 

장애인직업정책기획단이 결성되어 법 제정 움직임이 공식화되자 공단의 이관을 찬성하는 분위기였

던 장애계에 반대하는 장애인조직의 입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애인직업재활법

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간의 갈등으로 고조되었으며, 그 결과 장애인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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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출하는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의존집단, 수혜집단으로 변하기 위한 기

반을 형성하였다. 

4) 정부 관련성 낮음/인식측면 영향 요인: 사회적 사건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제8회 장애인올림픽대회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장애인 복지문제를 적

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애인의 열악한 환경을 우려하는 미디어 담론, 사회적 

사건 속에서 장애인은 이탈자 혹은 범죄자로까지 규정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초 행상을 하는 장애인들의 배후에 

폭력조직이 존재한다는 제보로 전국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과 범죄자

를 동일시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특수학교,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은 지속적으

로 반대했으며, 학교에서는 시설 미비를 이유로 시각장애인들의 응시원서를 거부했다. 1997

년 장애인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장애인은 사귀기 힘들다고 답하는 등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격리된 대상으로 존재했다(한겨레신문, 1997.6.28: 13).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고용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장애인 인력은 유휴(遊休)인력으로 분리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까지 의무고용률에 도달하지 못했다.18) 그 결과 장애인은 사회적 소외 혹은 극빈 계층

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2. 의존집단, 수혜집단으로의 변화와 장차법 제정: 1999년-2007년

1) 의존집단으로의 변화기: 1999년-2002년

(1) 정부 관련성 높음/권력･인식측면 영향 요인: 정책설계 

2000년 이후 다른 여느 분야보다 복지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졌다.19) 구체적으로 1998년 

12월 장애인인권헌장이 제정되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라는 것이 상징적으

로 제시되었다. 1999년에는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장애예방, 의료재활교육 등의 권

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란 타협적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8)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91년 1.0%에서 1992년 1.6%, 1993년에 2.0%로 단계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의무고용률 현황은 1991년 0.43%, 1992년 0.44%, 1993년 0.48%, 1994년 0.48%, 1995년 0.48%, 
1996년 0.50%, 1997년 0.54%, 1998년 0.63%로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19) 국민의 정부 이전의 정부에서는 복지분야가 외면되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출범 초부터 경제위

기로 인한 대량실업 및 빈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비로소 제도적인 사회복지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생산적복지 패러다임에 근거한 제도

적인 사회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전영평･이곤수, 200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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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다. 2000년에는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 장애수당 지급범위가 확대

되었고, 이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세출예산의 규모가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상승한 원

인이 되었다(윤상용･이민경, 2010: 124). 또한 2002년 7월에는 대학이 장애인에게 편의 제공

을 외면한 것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대학들

은 물론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외면했던 공공기관 등도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

의 장애인 정책은 한계 또한 존재했다. 선언만 요란하고 장애인정책의 정향이나 실질적인 

내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평가되었다(전영평, 2000: 282). 단편적으로 정부부처는 2%

인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2001년 7월 기준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40.4%인 109개 역에는 휠체어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어느 것도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의 이

동권은 제약되었다. 이는 당시의 정책이 경제위기라는 사회적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시

도의 일환으로 근본적 정책적 방향성이 정립되지 못한데 주요 원인이 존재했다. 

(2) 정부 관련성 낮음/권력･인식측면 영향 요인: 사회운동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장애운동은 기존의 생존권 투쟁을 넘어서 생

활전반의 포괄적 이슈로 다원화되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의 항의가 정부의 전시

행정과 장애인을 거부하는 주민, 학교 등에 대한 대응적, 반응적 항의였다면 1990년대 후반

으로 갈수록 교육권이나 이동권 등 편의시설 증대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

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의 대정부 운동은 결국 공공시설의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및 건설교통부의 관련법 제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타 복지권 확보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다(윤상용･최미영, 2006: 97-98). 운동주체도 이전의 경

증장애인 혹은 전문가에서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운동의 가치도 당사자주의를 중

심으로 형성되었다(유동철, 2005: 16). 장차법 제정 운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장

애인 단체인 열린네트워크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국토순례, 법안작성 등을 진행하며 장

차법이 범장애계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기의 장애인 운동은 장애

복지 이념의 주도권이 개별 및 재활 모델에서 자립생활 및 사회적 모델로 변모할 수 있었

던 주요 동력으로 평가된다. 

(3) 정부 관련성 낮음/인식측면 영향 요인: 사회적 사건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장애인이 안전망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과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했다. 2001년 2월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의 휠체어 리프

트 추락사고가 발생했으며, 2002년 5월 발산역에서도 리프트 추락사고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2002년 3월에는 장애인 최저생계비 현실화 운동을 주도하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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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운동가인 최옥란씨가 현실을 비관하며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장애인이 처한 어려운 

현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일련의 장애인 사고가 이어지면서 장애인이 기초적인 기

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

으로 형성되었다. 

2) 의존집단/수혜집단으로의 변화기: 2003년-2005년

(1) 정부 관련성 높음/권력측면 영향 요인: 정치적 사건

제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이 장애인차별개선을 총선 공약으

로 제시했고, 장향숙, 정화원 의원이 장애계 출신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두 장애계 의

원들은 장차법 제정과 관련해 장애인들이 원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며, 법안 성사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장애계에 대한 관심과 

장애계 의원들의 국회 진입은 장애인들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면서 동시에 정치

적 위상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 시기 정치권에서 장차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2004년 10월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결정으로 일반법 성격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속화되었고, 개별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

키므로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국회에서 검토가 늦어지기도 했다(박나

원, 2010: 36). 

(2) 정부 관련성 높음/권력･인식측면 영향요인: 정책설계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상징적 복지에서 인권적, 실질적 측면으로 접근하기 시작

했으며,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시도되었다. 2003년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본격화되었고, 2004년에는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적용되는 

사업체가 기존의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업체 집단에서는 

여전히 저조했지만, 정부기관의 경우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2.04%를 달성했다(한

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9).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

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기관의 시정을 권고했고, 법원은 장애인의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

가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철도공사의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위 결정은 장애인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지녔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2000년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 예산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정부 총지출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구성비는 2001년도에 0.137%, 2004년도에 0.269%로 3년간 약 2배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박인화, 2003: 106). 2005년 장애인복지의 지방 이양이 이루어지면서 약 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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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장애수당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가 확대

됨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 

2005).20) 그러나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관성적 속성으로 시혜적 측면이 존재했

고, 이는 장차법 제정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 2003년 4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별의 심각

성에 기인해 독립적인 장차법 제정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2004년 법안 시안을 발표했다. 그

러나 장애계가 법 적용을 받는 실질적 정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형성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정책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제한되었다. 

(3) 정부 관련성 낮음/권력･인식측면 영향 요인: 사회운동 

이 시기 장애운동의 주요 특징은 장애운동의 가치로서 당사자주의가 전면화 되었다는 점

이다.21) 4･20장애차별철폐투쟁 등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자립, 사회활동 참여를 지향하는 

운동이 다양한 전략 속에서 전개되었다. 또한 과거 장애단체는 장총(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과 장총련(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양대 조직이 중심이었으나, 이 시기에는 이들과 노선

을 달리하는 풀뿌리 단체들이 등장하여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권리확보와 관련된 새로운 

요구를 하였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9).22) 장차법 제정 운동도 이러한 흐름 속에

서 범장애계로 확산되어 조직화, 체계화되었다. 장애계는 2003년 장추련을 구성하고, 차별금

지법 제정이 1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독자적인 장차법안을 제정하

면서 정부의 법안 제정에 압력을 가했고, 2005년에는 민주노동당과 연계하여 장차법을 발의

하는 등 장애인의 위상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모색했다. 

20) 보건복지부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추

가하여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보장구의 기준액을 조정하여 장

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게 하였으며, 교체기간(내구연한)을 단축하여 빠른 기간 내

에 새로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 복지의 지방 이양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우
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정책서비스로 일관되어 왔다(나운환, 
2005: 235-236). 이와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의 전문적 추진체계 미비와 복지재정 및 시설의 미흡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발족

(2003.4.),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발표(2003.7.), 지방분권특별법 제정(2004.1.) 및 국고보조금정비방안 

확정(2004.7.) 등 일련의 분권화정책추진을 통해 22개 중앙부처의 533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 

대상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2005년부터 국고보조금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특히 장애인 복지분야의 지방이양이 집중적으

로 이루어졌다(김병규･이곤수, 2010: 481-482).

21) 당사자주의란 장애인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념적 지향을 말

한다(유동철, 2005: 25).

22) 구체적으로 2003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동년 7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그러한 사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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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관련성 낮음/인식측면 영향 요인: 사회적 사건

장애인이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과 성공스토리를 통해 인식적 전환을 

유발한 사건들이 함께 발생하였다. 먼저 2004년 미아리 집창촌 화재에서 장애여성이 희생되

면서 장애여성의 낙후된 인권 상황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에서 취업장애인의 직종별 분포는 3D업종인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점상 단속에 비관한 장애인의 자살, 장애인의 일가족 살해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장애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장애인의 존속살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장애인이 범죄자와 동일시되기보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제도적 환경

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를 극복한 이른바 성공스토리가 다수 기사

화되었다. 실명을 극복하고 재미한인으로는 최고 공직인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에 임명된 강영우 박사, 장애를 극복하고 피아니스트가 된 네 손가락 이희아 피아니

스트 등이 소개되었다. 문화계에서도 자폐증 청년의 마라톤 완주를 영화화한 ‘말아톤’이 개

봉되었고,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개최되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극복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들이 증가했다. 또한 기업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려는 분위기가 형

성되고 있었다. 한 예로, 장애인 채용 우수사례로 꼽혔던 한국전력기술은 수익의 일부를 사

회에 환원하는 경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이석원, 2007: 285).  

3) 수혜집단으로의 변화기: 2006년-2007년

(1) 정부 관련성 높음/권력측면 영향 요인1: 외적 사건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성안작업을 통해 2006년 12월에 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

서 채택되었다.23)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 유엔의 여덟 번째 인권협약인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등 전 생활

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서명할 계획인 50여개국 가운데 

20개국이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준비체제

를 갖춰야만 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복지에서 권리로 전환되어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온 것으로 평가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35).24)

(2) 정부 관련성 높음/권력측면 영향 요인2: 정치적 사건

23)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24)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은 그 맥을 같이 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선택의정서상의 개

인통보 및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을 통하여 규범력을 행사하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위와 

같은 구제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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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제정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었고, 장차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

인의 권익 향상을 담보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장

차법을 제정해서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 합의를 이루었다. 열린우리당 장

향숙 의원은 민관공동기획단의 논의와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마련했는데,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급진적 부분을 상당 부분 조정하여 현실적인 면에 더 중점을 두었다. 

한편, 장향숙 의원이 독자적인 법률안을 준비하던 시기에 열린우리당은 민관공동기획단의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였다. 열린우리당에서 장차법안의 입법 발의에 속도를 내자, 한나

라당 역시 정화원 의원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장차법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나라당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장추련안과 민관공동기획단안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한

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경쟁적인 움직임은 각 당 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조속히 당론

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

원회, 2008: 45).

(3) 정부 관련성 높음/권력･인식측면 영향 요인: 정책설계 

정부의 정책은 기존의 복지적 시각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적 측면으

로 그 기조와 내용이 전환되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2006년 3월 에이블 2010프로젝

트를 추진하여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를 10만개 만들겠다는 시책을 발표했다.25) 이와 함

께 동년 11월 서울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자율적인 삶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의지

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는 2007년 4월 전국적으

로 시행되었다(남병준, 2008: 18-21; 서울특별시, 2006).26) 활동보조서비스의 전국적 시행은 

2007년 이후 장애인복지예산이 증가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2005년 24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른 예산감소는 2007년 이후에는 급감이전의 증가세 수준을 회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와 함께 2006년 6월과 2007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지원종

25)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2007년 그동안 외면되었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특채시험을 실시하

여 장애인의 공직진출에 관심을 기울였다. 공무원 특채 확대는 정부가 경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까지 그 능력을 인정하고 공직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녔다. 

26) 활동보조란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조인이 수발을 해

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1급, 성인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월 최대 80시간으로 시행할 예

정이었으나 2007년 1월 장애인들의 집단단식투쟁으로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은 철폐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입장으로서는 제공시간, 대상제한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었다. 사업대상은 1급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18세 이하 장애인은 월 최대 5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아

예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남병준, 2008: 18-21).

27) 그 배경에는 2007년 이후 장애수당의 확대,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자립자금융자 등 자립생활 개념

에 맞는 예산 항목의 증가가 존재했다. 특히 장애수당의 확대실시와 활동보조지원사업의 도입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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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모형에 입각한 정책패러다

임의 전환을 본격화한 것이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7).28) 한편 정부의 장애에 

대한 인권지향적 접근은 장차법 제정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장애계를 법제정 

주체로 인정했고, 장애운동의 주장을 정책으로 반영하려 하였다. 민관공동기획단 구성이 구

체적 사례였다. 장애계가 일반법 성격의 장차법 제정에 반대하자 청와대는 정부, 장애계와 

함께 민관공동기획단을 구성했고, 토론과 설득 과정 속에서 7차례의 전체회의, 5차례의 소

위원회 회의를 거쳐 장차법안을 마련하였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7).29)

(4) 정부 관련성 낮음/권력･인식측면 영향 요인: 사회운동

장애운동은 장차법 제정과 관련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0

월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결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속화되었고, 장애

계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에 대립이 형성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 

장애계는 2006년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독립적 입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

성에 돌입했다. 점거농성은 50여일 이상 지속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결국 동년 5월 장애

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금지

법 별도 입법 제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변화는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흐름을 바꾼 결

정적 계기가 되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37). 또한 장애운동은 장차법 제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장애계는 당초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2006

년 내에 마무리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2006년 12월 18일에서야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연내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장애계는 

차선책으로 2007년 2월 임시국회 입법을 목표로 집회 등 지속적인 항의를 전개했다. 이러한 

장애계의 적극적인 노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원동력으로 평가되었다. 

애인복지예산을 전년도 대비 1.43% 증가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나타났다(윤상용･이민경, 2010: 121).

28) 이러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은 직업평가 등 인프라 구축, 맞춤훈련의 확대,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등 직업재활 서비스의 확대가 주요 내용을 차지했다. 

29)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있어 장애인들의 노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정부가 법제정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특히,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여가 지나도

록 법안이 본격적으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장애계의 노력만으로는 입법화에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별도 입법 용인과 장애계와 정부가 함께 모여 협의한 민관합동기획단의 설치였

다. 



270 ｢행정논총｣ 제49권 제4호

(5) 정부 관련성 낮음/인식측면 영향 요인: 사회적 사건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보장 요구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권리 형평

성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시각장애인

들은 고공시위, 집단투신, 분신자살 등 항의를 전개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했다. 그

러자 여론은 법리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

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형성되었고, 그 결과 국회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30) 장애인만을 위한 직업 확보라는 것이 집

단 이기주의로 인식되어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장애

인들의 생존권을 이제는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배적이었다.  

3. 제한된 수혜집단 시기: 2008년-2010년

1) 정부 관련성 높음/권력측면 영향 요인: 정치적 사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 사상 가장 많은 8명의 장애계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지

역구에서 3명, 비례대표에서 5명으로, 이전 17대 국회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했다. 한나라당

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정당이 장애인 의원 및 정책에 대

해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며, 동시에 정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장애계 의원들의 능력을 인정

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선출된 의원들은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과 관련해 요구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문제제기 및 의견을 개진했고, 그 결과 

2010년 4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윤

상용･이민경, 2010: 116). 

2) 정부 관련성 높음/권력･인식측면 영향 요인: 정책설계

장차법의 시행과 함께 차별을 금지하고 또 구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설계되었다. 장애인차

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을 상정하였으

며, 이에 2009년 4월 1단계 의무가 발효되었다.31)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차법에 근

30) 마사지업 종사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다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헌재는 2008년 10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

했다. 

31) 발효되는 사항은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고용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정비, 보조기구, 인트라넷 접근성보장 등 편의제공, (2)국, 공, 사립 특수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

설은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시설정비, 교육보조인력 등 편의제공, (3)2009년 4월 11일 이후 신, 



장애인 정책의 사회적 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271

거하여 사회전방위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한 사례로 2009년 

A대학교를 대상으로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장차법 위반

이라고 지적하고, 불합격 처분 취소 및 전형위원에게 장애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장차법 시행 1년동안 인권위에 접수되어 종결된 진정 287건 중 약 63%인 176건에서 차별시

정 권고, 합의 등으로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무부도 2010년 장애

를 이유로 직권 면직된 구미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복직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장

애차별로 인한 적극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와 지방부처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통한 사회참여 혹은 정책 참여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32)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장애수당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

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수당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일자리 발굴,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사

업을 3000개에서 3500개로 확대하였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의 경우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등급별로 10시간씩 증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각각 전년 대비 15.2%, 3.2%,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중 

등 관련 지표를 통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한 결과 여전히 OECD 평균에 못미치는 최하

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b: 102-105).33)

3) 정부 관련성 낮음/권력･인식측면 영향 요인: 사회운동

장차법 시행이후 장애관련 불법적 항의의 수가 감소하고 이전에 비해 제도적, 공공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관련 진정건수가 

증, 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출입구 정비,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4)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웹사이트 및 간행물 등 비전자 정보에 대한 장

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5)직장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제공시 여성근로장애인의 수유 

및 자녀의 상태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 제공이며, (6)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

별받은 장애인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불이행시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2) 서울시는 적실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를 위원으

로 위촉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에 초점을 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했으

며, 기초단체인 강북구에서는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서구에서는 가정초청사랑나누기 혹은 장애인근로시설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적극

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나섰다. 

33) 이와 관련해 윤상용･이민경(2010)은 장애 정책 대상 인구의 협소함, 기존 제도에서 제공하는 낮은 

급여수준, 장애인 정책 프로그램의 수 부족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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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제도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장애인들의 자체

적 권리 의식이 한층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차법 시행 이후 일 년 간 진정 건수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진정된 수의 약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고 결과 공공기관

에서 정당한 편의를 위한 개선책을 내놓아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었다.34) 

이와 함께 항의 발생지역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지녔다. 먼저 공공질서를 

유지하면서 장애인의 인권, 권리확보를 요구하는 항의가 많았다. 주로 행진이나 집회 방식

으로 이루어진 장애인인권쟁취결의대회나 장애인부모연대의 권리선언대회가 사례였다. 이는 

장차법의 제정으로 제도권 내에서 차별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었

기 때문으로 파악된다.35) 이와 더불어 그 범위가 점차 지방으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지역교통약자의이동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 대전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부모회 

등의 이동권 및 장애인예산 확보 시위가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특징은 장애인 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시장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장애인 일자리를 기업이나 정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창출했고 이 시기에는 이

러한 사회적 기업들이 소개되고 활성화되었다. 인쇄업을 하는 리드릭이나 실사출력물을 제

작하는 노란들판, 동천모자 등이 사례였다. 이들은 장애운동에서 시작해서 장애인 일터로 

발전한 특징을 지닌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장애운동이 새로운 방향으로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36) 

4) 정부 관련성 낮음/인식측면 영향 요인: 사회적 사건

장애인의 신변 비관 자살과 같은 부정적 사건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반면 장애 자활이

나 평등과 관련된 보도 수가 증가했다. 언론에서는 생산성이 높거나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

가된 장애인 기업들이 소개되었으며, 장애인채용 박람회 등 장애인의 자활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장애인축제’, ‘천사릴레이 희망의 마라톤’ 등 장애인과 비장애

인이 하나로 묶는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시각장애를 극복하여 사법

시험에 합격한 사례, 장애인 대표팀이 비장애인 대표팀과 함께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또 동

등한 연금혜택을 받는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34)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컴퓨터 등을 배치했고, 이
러한 서비스 제공은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5)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은 항의 또한 발생하긴 했지만, 이는 직접적인 장애인 현안보다, 미국산소고기

반대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축소반대와 같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들이었다. 

36) 리드릭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노란들판은 노들장애인야학이 주축이 되어 중증장애인들이 비장

애인과 함께 인쇄물, 출력물을 제작하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 이들 단체들은 수혜집단

으로의 변환기에 해당하는 2006년에 시작되어 2008년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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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차법 시행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이 모색되었다. 그러

나 모든 현실이 법 내용처럼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았다. 2008년 4월 시행 시점에 이르러 장

차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분야에서 급박한 대응이 이루어졌다.37) 또한 각 분야의 실천

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아직 장애인의 인권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은경･이익섭, 2009: 274). 구체적으로 2008년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2005

년과 비슷한 수치인 1,81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8.3%로 2005년 10.6%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월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소득의 54.0%에 불과하며, 실업률 역시 전국 실업률 3.3%의 약 2.5배에 해당했다. 즉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Ⅴ. 결론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비단 경제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격은 더 중

요한 문제일 수 있다. 한 사회의 성숙성을 가늠하는 유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사회가 

소외계층을 어떻게 배려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소외계층에는 빈곤계층,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집단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장애인은 차별을 받아온 가장 대표적인 집단

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 사회의 성숙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적 이슈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소수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정체성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정체성은 1980년대까지 일탈집단에 머물

렀으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의존집단으로 변화되었고 2000년대 후반인 현재 수혜집

단으로 변화되는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법은 장애인의 정체성이 수혜집단으로 변화

되는 과정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일탈집단에서 수혜집단으로의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인식의 전환

에는 정부와 관련된 요인으로 정책설계, 정부 관련성이 낮은 요인으로 사회운동, 사회적 사

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의 정체성이 수혜집단으로 변화될 수 

37) 방송협회는 장차법 제21조 3항에 규정된 자막과 수화방송의무화와 관련해 제작비 부담을 이유로 반

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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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배경에는 인식의 전환에 의한 의존집단으로의 변화가 전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식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일탈집단 시기에 인식의 

변화가 장애운동에 의해 주도된 점을 상기할 때 결국 사회에 고착된 편견을 전환시키기 위

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정

부의 입장에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정책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설계를 통해 인식전환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반응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정책대

상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권력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정

부 관련이 높은 요인으로 정치적 사건과 정책설계, 외부적 사건이, 정부 관련성이 낮은 변

수에는 사회운동이 존재했다. 장애인이 의존집단에서 수혜집단으로 변화된 배경에는 장애인

에 대한 인식적 전환이 전제되지만, 이에 더해 권력적 측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인식에 대한 비판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정체성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 

속에 점진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과 권력적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

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에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장애인 정체성

이 수혜집단으로 공고화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장차법 제정 이전에도 장애인 관련법이나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장애인

복지법 등 개별법령에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산발적으로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선언적 규정으로만 머무르고 있어 차별을 억제하고 방지하는데 한계를 가졌다(이승

기, 2008: 246). 따라서 장애인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의 실효성 확보가 중

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권익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높은 빈곤 상황

에 직면해 있다. 낮은 취업률과 자립생활 지원서비스의 부족은 열악한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주요 원인일 수 있다(윤상용･이민경, 2010: 137-138). 이에 장애인 복지정책이 궁극적으

로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시책 개발 및 장애인 복지예산을 

증가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운동의 흐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지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회적 소외자를 포함한 여러 행위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

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소수자 문제는 여전히 제도의 미비 혹은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존재

한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제도를 형성하고 또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한 해결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다수가 소수를 인정할 수 있는 분위

기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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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licy for the Disabled: The Case 

of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Sungeun Cho

This study reflects on changes in the identity of the disabled, a representative 
minority in Korean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vism, and analyzes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d this change in order to examine the background to 
the passage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d the change in identity were analyzed 
based on the categorization of the strength of their relation to the government (highly 
related to the government/less related to the government) and the aspects that exert 
influence (perception/perception‧power/power).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dentity 
of the disabled remained as “deviant” until the 1980s but changed into that of 
“dependent”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and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turning into that of “advantaged group” in the late 2000s.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was also determined to have 
resulted from the process of changing the identity of the disabled to advantaged group. 
Meanwhile, when looking at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identity change, it was 
found that the paradigm shift was influenced by policy design, as a government 
-related factor, and social movements and social incidents as factors with less relation 
to the government. Furthermore, the variables that influenced power were identified 
as, on the one hand as highly related to government, political incidents, policy design, 
and external incidents  and on the other as social movements that were less related 
to government. Although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abled keep being enhanced, there still remain limitations when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policy design. In this regard, various attempts should be taken consistently 
to secure self-reliance as well a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abled. 

【Key Words: Policy for the disabled,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Policy design, social construction

(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