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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학회지에 수록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현황
과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
문제가 법적․제도적인 정책이 정비되면서 거주 환경이나 의식주 전반의 수준은 많이 향상된
반면, 사생활보장이나 개인의사의 결정권 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생활시
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명
확하지 않으며, 종사자들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인권교육이 아닌 생활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여러 상황들에 적절하게 대처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의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력, 성별, 경력, 전공여부 등의 개인적
인 요인도 영향이 있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접근 등의 공적
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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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애인들의 질적인 삶의 향상과 인간적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상화의 개
념에 의거하여 탈시설화를 표방하는 움직임은 이제 장애인의 재활에 있어 일반적인 주류가
되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통합을 위한 움직임은 영유아기의 통합교육에서 시작하여 성
인기의 재가복지 서비스까지 연결되며 장애인들이 주류 사회와 괴리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탈시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흐름이며,
200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우리사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
우는 매우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
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시설 편의 미제공, 시각장애인 여학생에게 안마를 강요한 교사, 병원
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미설치,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어떠한 형태이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인 시
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과 반인권적인 행위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심각한 문제
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반인권적인 처우를 당하더
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고립된 환
경에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방치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에 상영된 영화 ‘도가니’는 청각장애 시설에서 청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자들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인 성폭행 실제 사례를 고발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미성년자 남녀 장애학생이 신체적, 성폭력으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
고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
람들에게 많은 경각심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일명 ‘도가니’사건으로 불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은 영화의 흥행으로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면서 뒤늦게나마 운영
법인의 허가취소, 인화학교를 비롯하여 해당 법인이 운영하였던 여러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 기
준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은 전국에 490개이며 모두 25,34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2), 파악되지 않은 미인가시설을 고려하면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수는 이보다 더 높
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제 2의 인화학
교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장애인 시설의 인권문제는 끊임없이 관심
을 가져야 하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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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고립된 환
경에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 후속 처치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
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려는 노력이다. 이를 위하
여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높이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례의 원인은
시설 종사자들의 도덕적 불감과 인권의식의 부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출판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의 인권현황은 어떠하며,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의 현황과 관련 변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시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
다.

Ⅱ.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황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현황을 알아보기에 앞서 국내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생활시설은
총 490개가 있으며 25,345명이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
한 재활의 목표가 정상화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주류의 움직임이지만
여전히 생활시설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3년 225개소에서 2011년 490개소로 2
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원은 2003
년 18,432명에서 2011년 25,345명으로 73% 가까이 증가하였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황에서 나타난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활시설에 입소한
전체 인원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에 입소한 지체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지적 장애인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상
대적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과 장애영유아 시설의 인원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부터 활동보조사업으로 시작되어 2011년에 장애인활동지
원제도로 명칭이 변경된 활동보조서비스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
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제도적인 정착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의 차별화, 이용자 당사자의 자부담 문제, 활동지원 인력의 전문성, 지방재정의 차이로 인
한 지역간 격차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절대적으로 다수의 장애인들은 구조화된
생활시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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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애인 생활시설 유형별 입소현황: 2003-2011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증증장애인
장애
총계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요양시설
영유아시설
구분
시설수 현원 시설수 현원 시설수 현원 시설수 현원 시설수 현원 시설수 현원 시설수 현원
2003

225

18,432

32

2,374

12

708

13

778

90

7,685

74

6,558

4

264

2004

237

18,906

31

2,357

12

717

11

674

96

7,750

82

7,117

5

291

2005

265

19,668

31

2,332

13

632

12

735

110

8,015

93

7,657

6

297

2006

288

20,598

30

2,281

15

824

12

728

122

8,408

102

8,038

7

319

2007

314

21,709

33

2,283

14

792

11

521

131

9,325

116

8,345

9

443

2008

347

22,250

33

2,292

14

784

11

546

144

9,192

136

8,981

9

455

2009

397

23,243

38

2,230

14

760

11

519

172

9,539

153

9,728

9

467

2010

452

24,395

40

3,673

14

873

10

386

196

14,338

182

4,813

10

312

2011

490

25,345

39

2,102

15

787

9

361

226

10,788

191

10,798

10

509

출처: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Ⅲ.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현황
1.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 현황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 490여개의 인가된 장애인 생활시설과 25,000여
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현황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편이다. 본 장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 현황에 대해 국내에 보고된 연구 및 대중
매체에 보도된 결과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현황에 대한 변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
를 위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검색가능한 학회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장애아동과 인권’, ‘생활시설 인권’, ‘시설종사자의 인권’ 등이 검색어에 포함되
었다.
국내 장애인의 인권관련 연구동향에 대해 조사한 정명선, 이경준(2012)이 1993년부터
2012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95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의 인권관련 연구
의 81.3%가 문헌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그 중 법률 및 정책이 71.6%
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제도적인 정책을 분석하는 것 역시 매우 의
미 있는 것이나, 실제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의 현황이 다각도로 조명되
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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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의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2005)의 의뢰를 받아 남구현 외
13명의 연구자들은 조건부 미신고 장애인시설 22곳의 장애인 744명과 운영자, 거주 환경을
개별 인터뷰와 방문조사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데, 시설생활인의 입․퇴소과정에서의 강제성, 노골적인 폭행이나 성폭행, 감금, 강제노동,
외부소통의 제한, 강제적 의료행위 등 그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었으며,
생활인들은 기초적인 의식주 제공이외에 그대로 방임되고 있는 단순한 ‘수용보호’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고한 실태조사 결과는 연구 대상이 미신고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전체 생활시설의 현실이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미옥, 정진경,
김희성(2008)은 우수시설로 평가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13명, 종사자 21명을 대상으로 개별 및 포커스 인터뷰 방법을 통해 인권의 현황에 대해 조
사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당사자는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권 등이 가장 중요하
다고 보고하였으며, 종사자들은 시설의 고유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사생활보호권, 경제권 등에 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에 문제에 있어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욕
구와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는가의 문제라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
다. 조영숙(2012)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등 6개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의
종사자 147명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인권을 의식주 생활전반, 문
화생활, 외부와의 소통, 종교생활, 폭행 및 징벌, 경제적 관리, 진정절차 및 의사반영 등으
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거주 환경이나 의식주 전반의 수준은 많이 향상된 반면, 여
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일정표에 따라 하루의 일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경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개인의 의지
와 무관하게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활동(예, 종교활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백은령과 임성만(2006)의 연구에서도 이용자들이 입소여부를 결정하
거나 하루일과의 융통적인 운영, 직업선택에 참여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문제가 법적․제도적인 정책이 정비되면서 이전보다는 나아졌다
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신문과 뉴스에서는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광
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2011년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140명을 포함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155개 장애인생활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27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
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인권침해의 내용에는 성희롱 및 성추행, 시설종사자에 의한 폭행,
학대, 식자재 위생관리 등의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11, 12. 9일자 ).
1)

1)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155곳서 ‘27’건 적발. 문화일보. 2011.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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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현황 관련 연구목록

저자
연구대상
연구주제
, 서울, 인천 지
오세란 경기
장애인의
역
생활시설
성인장 생활시설
(2005)
삶의
만족도
애인
김명연
사회복지시설 생활
․
(2006)
인 인권
생활시설과 생활시설에서 이용
백은령, 전국의
공동생활가정
276개
임성만 소의 기관, 종사자
자 참여실태와 과
,
(2006)
제
이용자
김미옥, - 초․중․고․성인
정진경, 생활시설 거주 장 장애인 당사자와
김희성 애인 총 13명 종사자의 인권인식
(2008)
- 종사자 21명
3
신현석 - 경증지적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의
명
(2011)
인권사례분석
- 종사자 3명
김경희, - 인권침해사례 기관 인권침해사건 해결
김미옥 종사자 5명
과정에서의 딜레마
(2012)
장애인 생활시설에
임성택
․
서의 인권침해 현
(2012)
황과 대책

연구방법

결과
- 사회적지지, 시설의 교통이동편의, 물
설문지 조사
리적 환경, 사회통합정도가 삶의 만족
도에 중요한 변인
사회복지 시설의 - 탈시설화를 통한 사회공동체의 참여
문제점 및 정책에 와 자립생활의 촉진을 위해 개선해야
대한 고찰
할 제안제시
설문지 조사

-

전체집단과 개인생활에서의 이용자
참여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시

개별 및 포커스 그 - 애인 당사자와 시설 종사자가 생각하
룹 인터뷰
는 인권의식의 침해요인을 보고함.
개별 인권사례 분석 후 인권수준 향
상을 위한 대안제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과
개별인터뷰, 참여관 - 인권침해
정에서
나타나는
인권관련 딜레마에
찰, 문서분석
대한 고찰 및 개선안 제시
장애인 생활시설의 -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문제를 개선
인권현황과 과제에 하기 위한 과제와 대안 제시
대한 고찰
개별 인터뷰

-

또한 2013년 장애인신문은 10대 뉴스에 시설의 인권침해를 선정할 만큼 여전히 생활시설
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시 연수
구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시설에서의 상습 폭행 및 일상적인 인
권침해 사례가 있으며, 2012년에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은 장애인 21인을 입양해 ‘천사 아버지’라는 예명으로 불린 시설장이 폭력과 학대
를 일삼아왔던 사실이 피해자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장애인신문, 2013.
12. 26일자 ). 이러한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사회 각계에서는 근원적인 예방과 엄중한 사법
적 처리를 요구하는 등의 많은 관심을 받지만, 안타깝게도 빠른 시간 내에 사회와 사람들
의 기억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다양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
2)

대뉴스> ‘시설인권침해’ 올해에도 끊이지 않아. 장애인 신문. 2013. 12. 26.

2)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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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시설 자체가 가지는 폐쇄성에
기인한다. 장애인 스스로가 인권침해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은 우리사회가 깨어있는 눈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면 피해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진실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기에 장애
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사건
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2.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현황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은 여러 정책과 법적인 마련이 보완되어 오고 있는 중
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생활시설의 강한 통제와 보호요소에 의하여
인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환경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생
활시설에서의 인권문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의 인권문제에 대한 각성과 노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인권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나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생활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연구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사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시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교육 교
재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인권의 유형을 <표 3>의 평등권, 자유권, 생존
권, 사회권, 참정권 등의 5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기초하여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06).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는 비일
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6)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김지호(2011)는 장애인거
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종사자의 전반적인 인권의
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종사자의 성별, 연령, 학력, 입소정원, 근무경력 등이 더 많은 영향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교육의 유무는 인권의식의 변화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장애인생활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
사한 고명석(2008)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고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의 인권침해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인 요인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
나 인권침해 원인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종사자들은 종사자의 자질이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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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생활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

인권유형

하위유형

평등권
권리협약5조,
17조)

차별금지
세계인권선언 1조,
장권리선언 2, 3조, 인헌 1조)

(

(

의식주 생활
장애인인권헌장 2조)

(

생존권
권리협약 10조,
11조, 15조,
16조, 25조)

(

의료 및 건강
(장인헌 2조,
권리협약 25조)
안전의 권리
세계인권선언3)
신체 및 정신적
안전의 권리
(장인헌 9조,
권리협약 5,16조)
가족권(세계인권선언 16조,
장권리선언9조,
장인헌 1,12조
권리협약 23조
사회보장권
(장애인인권헌장 2조.
권리협약 28조
교육권
(세계인권선언26조,
장인헌 5조,
권리협약 24조)
노동권
(세계인권선언4조,
장인헌 6조, 권리협약 27조)
경제권
(세계인권선언 17조,
장애인권리선언 11조)
(

사회권
권리협약 19,

(

20, 21, 23, 24,

조

27, 28 )

생활시설 장애인의 일반적인 인권보장 내용
․연령, 성, 장애정도, 장애유형, 종교, 출신지역, 가족배경 등 어떠
한 이유에서라도 장애인의 차별 금지
․개인적 차원의 보호에 있어 존엄성과 한사람의 개인으로 존중받
을 권리
․장애아동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
․개인적인 옷들을 구입, 소유 또는 선택하고 보관할 수 있는 권리
․신발의 구입, 소유 또는 선택하고 보관할 수 있는 권리
․영양학적인 적절한 식사의 보장 (식단표)
․식사 및 간식의 선택과 결정
․식사보조 및 쾌적한 식당환경
․숙소의 크기와 인원의 적절한 규모
․숙소의 적절한 냉난방과 개별 침구정리
․숙소를 꾸미고 가구를 배치할 권리, 필요한 가구 요구할 권리
․의료인 및 의료장비의 구비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명
․화장실 등 공중위생 관리
․필요한 보장구 및 사용의 자유
․의료적 욕구의 표현과 자신의 의료적 상태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
․숙소 및 생활시설의 친환경적 건축자재 사용
․화재에 대한 대비장치
․신체적 강요, 신체적 체벌 및 구타로부터의 자유
․비하적 언어사용 및 정신적 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
․성적 희롱 및 성추행, 성폭행, 성적봉사로부터의 자유
․가족과의 자유로운 면회 및 교류의 권리
․임신, 출산, 양육시 보호제공의 권리
․결혼 및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권리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로 부모로부터 분리 금지
․장애아동 은폐, 유기 방지 위해 종합적 정보, 서비스 제공
․국가의 생계급여 등 수당의 지급액에 대한 정보와 관리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
․연령 및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
․교육기관을 이용할 권리
․낮은 연령대 모든 아동 모든 교육제도 내에서 장애인 권리 존중
․시설내 노동의 권리 보장 및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직업의 선택의 자유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
․개인재산 소유 및 관리의 자유
․노동에 따른 적정보수 지급 및 관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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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세계인권선언 21조2
․피선거권자(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치권
권리협약 29조 b)
(권리협약 29조)
투표권(세계인권선언 26조 1, 3 ․투표에의 참여 보장, 투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장인헌 3조, 권리협약 29조 a) ․비밀투표의 원칙 보장
문화, 예술, 체육 및
․자유로운 문화 여가생활의 보장 및 프로그램의 제공
문화권
여가활동
(세계인권선언 27조,
․시설 내 문화매체의 구비 및 자유로운 이용
(권리협약 30조)
장인헌 7조)
․스포츠, 레크레이션 활동 장소 및 참여 보장
법률상의 도움
․인격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장애인인권헌장 10조)
․장애아동 관련 소송에서 아동의 최대이익 고려
법절차적 권리
․시설서비스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보복을 우려하지 않고 이를
(권리협약 13조)
시설운영 참여
표현할 권리
(장애인인권헌장 13조)
․시설생활 및 시설의 운영에 있어 생활장애인의 의견 반영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6).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p.17-p.19.
(

인적 성격의 원인보다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보수 및 근무환경’, ‘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
한 제도적 장치 부족(예, 옴부즈맨 제도 등)’, ‘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 등의 제도
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시설에서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시설
운영자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공급주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안정희(2012)의 연구에서도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대상 종사자를 대상
으로 인권의식에 관해 알아본 결과 시설의 95%가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사자 역
시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구체적인 사고의 변화나 실천까지 이
어지는 빈도는 낮다고 보고하였다.
인권교육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의 여부만을 따졌을 때 일부 연
구에서 나타난 회의적인 결과는 인권교육이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인
권교육이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다.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종사자
들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인권이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실천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는 종사자로 하여금 장애인들
을 위한 인권의 실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미옥, 정진경, 김희성, 2008). 실
제로 지침이 있는 윤리교육을 경험하였을 때 시설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자각을 하게 된다는 결과(박경숙, 2008)는 생활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어
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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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 현황과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시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사 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문제가 법적․제도적인 정책이 정비되면서 거주 환경이나
의식주 전반의 수준은 많이 향상된 반면, 사생활보장이나 개인의사의 결정권 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시설 자체의 폐쇄적 속성에 따라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
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자유의사 결정권
은 윤리적으로는 당연한 권리이며 보장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현실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이자 딜레마에 부딪치게 되는 이슈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원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보장되
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기는 쉽지 않으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갈등상황
또한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김경희, 김미옥(2012)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
해 사건을 중심으로 사례 해결과정에서의 발생하는 여러 딜레마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용
자는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하여 직원을 폭행하였으며, 직원은 이용자 폭력에 대해 정당방위를 이유로 폭행이 발생
하였고, 기관 차원에서는 이용자와 직원의 권리보장에서의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기
관이나 종사자에 의한 일방적인 폭행 및 인권침해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나, 이처럼
이용자와 종사자, 기관간의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은 시설내 ‘인권교육’이며, 대다수 시설에서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고명석, 2008; 안정희, 2012, 조영숙, 2012). 그러나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서는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종사자들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인권교육이 아닌 생활시설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적절하게 대처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의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별로 다양화된 상황에서의 인권적 행위와 반인
권적 행위에 대한 사례 및 가능한 대처방법, 실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
수 인권사례소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력, 성별, 경력, 전공여부 등의 개인
적인 요인도 영향이 있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접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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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가니 사태를 비롯하
여 아동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용시 성범죄 관련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기관
의 판단사례는 많지 않다. 사회복지시설에 강제 입소하여 ‘현대판 노예제’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준 사회복지시설(형제복지원)에서의 행위가 특수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비롯하여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한 경우에도 무죄나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를 자주 접하곤 한다. 생활시설에서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지
금까지 있어왔음에도 최근에 들어서야 시설이용자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된 것은 인권침해
사례를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고한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의 서두에
서 연구자들은 ‘침묵의 카르텔’로 인하여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
고 있다고 하였다. 즉, 정부, 시설운영자, 장애인의 가족, 국민 등 4자가 진실에 직면하지
않고 외면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정부는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 보다는 위탁운영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
고, 시설 운영자는 인권침해 사실을 은폐하며, 가족은 시설이외에는 대안을 찾기 어렵기에
침묵하고, 국민은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침묵을 깨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에 시설의 인권침
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무원들이 적절히 관리, 감
독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한 사건은 시설의 인권에 국가의 책
임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임성택, 2012).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과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
도 불구하고 실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를 통해 향후에는 다각화된
방식으로 시설의 인권현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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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 study on the worker's human rights perspective
in li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Cho, Youngsuk

Chung, Youngsun

Hanbuk University

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in li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as guaranteed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ies of human rights in li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 overall level of creature comforts of
the living environment has been much improved. But it was suggested that the rights of privacy,
free activities, and self-determination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that mostly utilized for improv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revealed differently,
and workers had needs to get specific, helpful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at enable to
respond appropriately to different problematic situations as possible. One of factors affecting workers'
human rights awareness were personal factors such as level of education, type of sex, length of
career, type of certification, but more important and urgent issuses were improvement of poor
working conditions, various institutuinal approache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Key words : person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for the disabled, liv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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