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논총 제24권 제1호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014, Vol. 24. No.1, 77~99

일본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장애인종합복지법과 장애인종합지원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 광 래*

요 약
본 연구는 2011년 8월 30일에 일본 장애인제도개혁추진회의의 종합복지부회가 신
법(장애인종합복지법) 제정을 위해 제언한 『장애인종합복지법의 골격에 관한 종합복
지부회의 제언(골격제언**)』의 형성과정을 사회복지정책이론 중 하나인 삼원구조론
(三元構造論)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형성과정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골격제언
(骨格提言)과 장애인종합지원법(障害者總合支援法)과의 비교를 통하여 일본정부가 실
제적으로 지향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서의 삼
원구조론은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로서 (1)사회문제, (2)정책주체, (3)사회운동이
라는 3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에서 삼원구조의 관계성에 의해 사회복
지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수준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결과에서는 사회문제로서 장애인자립지원법에 의한 장애인의 생존권문제가 나타
났으며, 사회운동으로서 전국적 장애인운동과 소송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들과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폐지를 약속하고 기본합의서의 체결과 신법 제정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였다. 1년 반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골격제언은 신법에 반영되
지 못하였으며, 제정된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일부 개정에 머물렀
다. 이러한 일본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을 통해 나타난 공적재정억제와
장기적으로 개호보험과의 통합을 위한 제도유지라는 일본정부의 정책의도가 지속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일본장애인복지정책, 골격제언, 삼원구조론, 장애인종합지원법

* 일본 불교대학종합연구소 촉탁연구원
** 골격제언(骨格提言)은 정부의 장애인자립지원법 폐지선언 후, 만들어진 장애인제도개혁추진 회
의 종합복지부회가 1년 반 동안의 논의 끝에 2011년 8월에 『장애인종합복지법의 골격에 관한
종합복지부회의 제언』이란 정책제안 및 보고서이다. 이것은 신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언으로서
총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법이 갖추어야 하는 목표로서 6가지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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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일본 장애인복지정책1)의 가장 큰 변화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실시 된 ‘장애
인종합지원법’과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2013년 12월 4일)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자립지원법(2006년 시행)이 폐지되고, 장애인종합지원법(障害者
總合支援法)이 제정되는 과정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목표가 어
디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2).
이러한 과정에서 2011년 8월 30일에 일본 장애인제도개혁추진회의의 종합복
지부회가 신법(장애인종합복지법) 제정을 위해 제언한 『장애인종합복지법의 골
격에 관한 종합복지부회의 제언』(이하 골격제언)은 일본 장애인복지정책의 방
향성에 대한 제시와 당사자주체의 장애인복지제도 개혁에 대한 제언이라는 측면
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골격제언(骨格提言)은 종합복지부회 구성원 55명중3) 장애당사자 및 가족단체
의 대표 23명이 참여하여 1년 반 동안 총 18회의 회의와 논의 끝에 만들어졌다
는 점과 기존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찬성해 오던 단체와 사람들과의 합의를 얻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는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다(佐藤久夫・藤原淸吾・峰島厚,
2013:9).
그러나 일본정부는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설계과정에서 골격제언과 장애인권리
협약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것을 반영하여 장애인종합지원법을 제정했다고 하
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골격제언은 철저히 배제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장애인제도개혁추진회의의 종합복지부회가 신법 제정
을 위해 제언한 골격제언의 형성과정을 사회복지정책이론 중 하나인 삼원구조론
(三元構造論)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형성과정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골격
제언과 장애인종합지원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일본정부가 실제적으로 지향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장애인(障碍人)이라는 용어를 일본에서는 장해자(障害者)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 일본 논문의 인용, 직제, 제도, 법의 명칭 역시 편의상 장애인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
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제정 목적이 공적재정의 억제와 개호보험과의 통합에 있었으므로, 장애
인종합지원법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장애당사자 및 가족단체의 대표 23명, 일본정신과병원협회 대표 및 서비스 제공사업자·지원
자 17명, 학식경험자 12명, 지자체수장 3명 등 총 55명의 종합복지부회 구성원이 1년 반 동
안 총 18회의 회의와 논의 끝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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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골격제언이 가진 의미는 그야말로 크다고 볼 수 있
으나, 제도화 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일본의 장애인복지가 안고 있는 과
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도화 되지 못한 골격제언을 연구하는 의의는 사회복지정책 연구
에서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 또한 정책연구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
문이다.
박광준(朴光駿, 2013)은 제도는 정책주체가 ‘실행하려고 결정 한 결과’에 의
해 나타나는 것이지만, 결정의 의미에는 ‘행동(대응) 하지 않는 결정’ 다시 말해
서 무의사결정이 포함되어져 있다. 즉, 일반적으로 정책연구대상 되는 복지제도
는 ‘실행하려는 결정’ 으로부터 생성 되어지는 것이지만, ‘실행하지 않는 결정’
역시 정책연구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Bruce S. Jansson(1992)은 사회정책연구에 대하여 ‘특정의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수한 분석가는 공식적으로 선택 결
정되어진 정책을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에서 멀어지거나, 실시되어지지
못한 정책에도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여 정책연구에서 무의사결정 역시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연구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골격제언을 둘러싼 정책형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골격제언의 배제를 통한 신법제정을 통해 일본정부가 실제
적으로 지향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Ⅱ. 이론적 검토
1. 전후 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변천
일본의 장애인복지제도는 1949년에 제정된 신체장애인복지법을 시작으로 장
애구분(신체·지적·정신 장애)에 따른 각각의 다른 법률에 의해 복지서비스와 공
적 의료가 제공되어 왔다. 즉 장애인복지법의 각각의 법률에는 ‘복지의 조치’라
는 규정이 있어 이것에 따라 노인복지법(1963년 시행)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급여가 제공되어 왔다. 복지의 조치란 조치권자인 행정기관(시정촌)이 급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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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신청자)에 대해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정한 후, 어떤 재화나 서비스
를 공급할지 결정(조치결정)을 하는 실제의 급여구조로서 정의 되고 있다. 그러
나 조치는 어디까지나 행정 측의 일방적인 판단(행정재량)에 의해 행정 우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김광래, 2014:35-36).
1990년대 말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에 의해서 조치제도는 이용계약제도로 전
환 되었으며, 제도적으로는 ‘개호보험법(2000년)’이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 분
야에서는 ‘장애인자립지원비제도(2003년)’가 제정되었다.
2003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자립지원비제도는 장애인 및 장애아의 자기 결
정권 존중, 시설로부터 지역으로 이행(탈시설화), 서비스 사업자와 대등한 관계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었지만, 재가서비스의 이용 급증에 의해
심각한 재정문제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적재정 파탄의 원인은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의 기본 노선이 복지
분야의 공적지출의 억제·감소에 있었으므로,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예산 증가
는 정책적으로 있을 수 없었다. 실제로 장애인자립지원비 예산은 조치비 예산의
0.3%만이 증가 했다(伊藤周平, 2009:23). 따라서 일본정부는 장애인자립지원비
제도의 재정 문제를 구실로 2006년에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제정·시행했다.

2. 장애인자립지원법의 문제와 장애인운동
장애인자립지원법은 2006년 4월부터 시행(전면시행은 10월부터) 되었다. 이
법의 도입목적은 장애인자립지원비제도 시행 이후, 서비스에 대한 지역 격차 현
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1)서비스의 일원화, (2)일할 수 있
는 사회의 실현, (3)규제 완화, (4)절차와 기준의 투명화, (5)지원구조의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능력
과 적성에 맞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
든 국민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장애인자립지원법의 도입목적은
장애의 일원화,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체계 개편, 취업 지원 강화, 지급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도입, 공적비용 부담의 의무적 경비화 등으로 특징화되어
있지만, 그 배경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증
가, 공적재정의 부담 증가, 장애인복지제도의 개호보험화 등에 있다고 볼 수 있
다(伊藤周平, 2009:31; 岡部耕典, 2010:37-44; 김광래, 2014:37).

- 80 -

일본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이상의 배경에서 장애인자립지원법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공적책임
의 축소에 의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및 공적재정의 억제이다. 이러한 문제
는 (1)계약제도의 도입, (2)현금급부(이용자보조)방식, (3)정률부담(응익부담)
방식의 채용, (4)지급결정 프로세스 등이 지적되었다(障害者生活支援システム硏
究會編, 2010:18; 김광래, 2014:37).
이와 같이 제도의 구조적 문제들이 나타난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하여 장애인
과 그 가족들은 전국 대규모의 장애인운동과 소송 등으로 대정부 활동을 통해
대응했다.
그러나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정률부담방식의 도입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있었다. 후생노동성의 한 간부는 “정률(응익)부담의 폐지는 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다(아사히신문, 2008년 12월 11일자). 일본정부는 장애
인복지서비스가 장애인의 사적이익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이익 중 일부를 이
용자부담으로 회수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전까지 정률부담방식의 폐지를 요구해오던 장애인운동이 장애인자립지원법 제
도자체의 폐지라는 요구로 발전하여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한 위헌소송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3.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한 개선 조치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시행 전부터 비판과 수정을 요구하는 장애인운동과 소송의
영향으로 일본정부는 2006년부터 2007년 까지 2차례에 걸친 개선 조치를 실시했
다. 1차 개선조치는 2007년 4월에 실시한 ‘장애인자립지원 대책 임시 특례 교부
금에 의한 특별 대책 사업’으로 그 내용은 (1)이용자 부담의 새로운 경감, (2)사
업자에 대한 완화 조치, (3)신법으로 이행 등을 위한 긴급 경과 조치 등이다.
2차 개선조치는 2007년 12월에 ‘장애인자립지원법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한
긴급 조치’로서 이용자 부담의 재검토, 사업자의 경영 기반 강화, 그룹 홈 등 시
설정비 촉진 등의 조치가 실시되었다.
2009년 이후에도 ‘장애인자립지원 대책 임시 특례 교부금 사업’에 의해 각 사
업소에 대한 지원과 2010년 4월에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보조 장비에 대해 시
정촌 촌민 비과세 세대의 부담 상한선을 0엔까지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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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선 조치들은 이용자의 부담을 정률부담 구조로 유지하면서 상한을
낮추고,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에 대해 일부 보조 등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테두리 내
에서 부분개선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鈴木勉・田中智子, 2011:165-166; 伊藤周平,
2009:33-34). 그리고 개선조치 이외에 장애인자립지원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이 있었다.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한 개정안은 2번 폐안 된 후, 2010년에 장애
인자립지원법이 개정 되었다. 당시 장애인자립지원법 개정안이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정부가 얼마나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없었는지 짐작케 한다. 장애
인운동과 소송 등으로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여권(당시 자
민당)은 ‘장애인자립지원에 관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장애인자립지원법의
발본 재검토의 기본 방침’을 마련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였다. 개선 내용으로는
개호보험과의 적합성을 고려한 구조를 해소하고 장애인복지를 원점으로 되돌린
다는 방침 아래,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정률부담방식을 재검토하여 소득에 따른
부담방식(응능부담)으로 법 개정을 착수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의 개정 법안을 마련하여 2009년 3
월 31일에 ‘장애인자립지원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
나, 법안은 거의 심의 되지 못하고 결국 중의원 해산에 따라 폐안 되었다.
2010년 4월에 자민·공명 양당은 폐안된 개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2010년 통상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갑작스런 하토야마총리의 사
임에 따라 본 회의가 유회되고, 6월 16일 정기국회의 폐막에 따른 심의 만료에
의해 폐안되었다. 그 뒤 2010년 11월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12월 3일에 개
정안이 성립되었다(김광래, 2012:88-89).

Ⅲ. 연구방법
사나다(眞田 是, 1975)는 사회복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내용이나 수준을 규
정하는 요소로서 (1)사회문제, (2)정책주체, (3)사회운동이라는 3가지를 제시하
고 있다.
우선 사회문제는 그 범위나 심각성에 따라 사회복지제도, 서비스의 종류나 내
용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사회문제는 사회복지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내용이나 수준에 관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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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주체는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고 그 내용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인
정부를 의미한다. 정책주체 역시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의 불가결한
것이며 그 관계로서 정책주체가 사회문제들 중에서 사회복지 대상을 결정한다.
사회운동은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의 형성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일정한 발전 단계,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운동은 사회의 지속적
인 요소로서 사회복지의 내용과 수준에 큰 영향을 주는 동력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문제, 정책주체, 사회운동은 자본주의사회의 사회복지를 결정하는
구성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정책주체는 사회문제 중에서 어디까지
를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사회복지 내용과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다(總合社會福祉硏究所, 2012:28-29).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책주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정책주
체는 사회운동과의 대립 관계에서 사회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응 및
배려를 통하여 사회복지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수준을 결정해 나아간다. 따라서
정책주체도 전적으로 자의적,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 및 사회운동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책을 결정해 나아간다. 나
아가 사회복지는 객관적인 역사와 사회법칙 규정4)에 따라 성립하고 그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골격제언의 형성과정에서 삼원구조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일본
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분석함과 동시에 골격제언과 장애인종합지원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일본정부가 실제적으로 지향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객관적 법칙은 사회문제, 정책주체, 사회운동의 3가지를 통해 나타나지며, 이들의 상호작용
및 관련을 통하여 결정되어 진다. 그리고 정책주체나 사회운동에 의해 나타나듯이 매우 역동
적이고 주체적인 계기를 가진 규정요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결코 객관주의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객관주의적 접근은 사회복지를 분석하는데 충분하지가 않을 수 있
다(總合社會福祉硏究所,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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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종합복지법(골격제언)의 형성과 의의
1. 일본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
일본 장애인복지정책에서 골격제언의 형성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은 다음과 같
이 5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개호보험법과 통합을 염두에 둔 제도설계이다. 장애인자립지원비제도의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2006년 시행된 장애인자립지원법은 <표 1>과 같이
개호보험법을 모델로 한 기본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개호보험법의 구조적 특징은 (1)사회보험방식, (2)현금급부(이용자보조)방식,
(3)정률부담 방식, (4)개호인정 프로세스를 통한 대상자 구분 등 4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구조를 개호보험방식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자립지원법의
기본구조는 (1)사회보험방식을 제외한 모든 방식이 개호보험과 동일하다. 즉 장
애인자립지원법은 장애인복지제도와 개호보험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문제를 시작으로 한 장애인자립지원법의 근본적 문제
는 모두 이러한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즉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장애정도구분과
정률부담방식을 도입하여 케어나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재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
니라 역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이용자부담금의 지급능력에 의해 서비스를 억제
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존권 보장책임이 해제된 구조로 제도가 구
축 되었다(伊藤周平, 2010:144).
<표 1> 장애인지원비제도·장애인자립지원법·개호보험법의 비교
장애인지원비제도

장애인자립지원법

개호보험제도

급부결정 구조

지급결정

지급결정・장애정도구분
설정

요개호인정

급부결정 기준

구체적・개별적

추상적・획일적
＋구체적・개별적

추상적・획일적

급부조정 방법 당사자 참여・협의형

제3자판정형
＋당사자 참여・협의형

제3자판정형

급부상한

없음(단지 방문서비스에 대
해서는 장애정도구분에 따라
서 국고부담기준 설정）

있음(요개호・요지원상태
구분에 따라 지급한도액
을 설정)

없음

출처) 伊藤周平(20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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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애인자립지원법은 단지 장애인자립지원비제도의 재정문제를 보완하
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개호보험을 모델로 하여 급부를 컨트롤하고 복지서비
스의 이용을 억제함으로써 장래에 개호보험과의 통합을 위한 제도 적합성 확보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용자 부담의 강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중단 및 시설퇴소의 증가이다. 위
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장애인자립지원법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
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조사(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에 의하면 입소·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수 221,327명중 해당기간에 이용자부담을 이유로 퇴소 및 서비스를 중단
한 이용자는 1,625명이었다(김광래·전영록, 2013:17 재인용). 그리고 2009년
10월 후생노동성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시행된 직후(2006년
3월)와 시행 3년 후(2009년 7월)의 이용자의 실비부담 비율은 87.2%가 증가하
였으며, 특히 저소득자의 경우 93.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의 제기이다. 2008년 10월
31일에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정률부담방식은 ‘법아래 평등’을 규정한 일본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전국 8개 지방법원에 일제히 제소
했다. 소송운동은 2008년 6월 사이타마, 시가, 오사카, 히로시마에서 이용자들
과 가족 14명이 이용자부담의 면제신청을 시정촌에 일제히 신청하였으나, 각하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심사청구)을 각 부현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의 재결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취소소송(판결
의 취소소송)을 각 지방 법원에 제기하였다. 최초심사 청구의 기각 처분 등이
내려진 약 30명이 우선 1진으로 그해 10월 31일에 소송을 제소했다. 그리고 뒤
이어 2009년 4월에 2차 소송, 10월에 3차 소송이 제기되어 전국 14개 지방 법
원에 제소한 원고수가 71명에 이르렀으며, 변호단의 변호사 수 역시 전국에서
100명을 넘는 장애인 관련 재판으로 전후 최대 규모의 소송운동으로 발전했다.
넷째, 정부와 원고 소송단과의 기본합의문서 체결이다. 2010년 1월에 정부와
민주당(당시 여당)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위헌소송 변호단
과 화해를 위한 ‘기본합의문서’를 체결했다. 기본합의문서는 크게 5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 냈는데, 그 내용은 ①장애인자립지원법 폐지의 다짐과 신법
의 제정, ②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의 총괄과 반성, ③신법제정에 대한 논점, ④
이용자부담에 대한 조치, ⑤수행확보를 위한 검증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기
본합의문서에서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부 역시 인정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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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5)하였으므로 장애인들은 신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더욱 더 높아졌다.
다섯째, 장애인권리협약의 체결과 비준을 위한 국내법 정비과정이다. 장애인권
리협약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장애인에게는 보장되어지지 못하는 현상의 해소
를 위하여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택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이 받는 사회적 불리
의 원인이 그 들의 기능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사회의 구조(사회적 장벽)에 있는
것으로 장애의 사회모델을 채택하고, 이 사회적 장벽에 의한 격차를 해소하는 방
법으로 합리적 배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차별이 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일본 내 비준과정은 2006년 12월에 장애인
권리협약이 채택된 이후 7년간 비준을 위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를 검토하기 위해 구성원 24명 중 14명의 장애당사자 등으로 구성
된 장애인제도개혁추진회의와 일본장애포럼(JDF) 등 장애당사자의 참여아래,
장애인기본법의 개정(2011년),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성립(2012년), 장애인차별
해소법의 성립(2013년) 등 국내법의 정비 후 2013년 12월 비준되었다. 즉
2006년 이후 일본의 장애인복지는 지속적인 개혁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발전
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 결정방식은 골격제언
의 배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 장애인제도개혁추진본부의 설치
장애인종합복지법의 정책과정에서 당사자들(장애인들과 그 가족)과 원고 소송
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2009년 9월 민주당정권의 성립에 따라)의 장애
인자립지원법 폐지선언(2009년 9월 19일)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2009년 12월 8일 민주당정권은 각의(국무회의)결정에 의해 총리를 본부장으
로 하는 장애인제도개혁추진본부가 설치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에 따른 국
내법 정비를 검토하기 위한 장애인제도개혁추진회의가 설치되었다.
5) 기본합의문서에서 정부는 『늦어도 2013년 8월까지 장애인자립지원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제
정하며, 장애인복지시책은 헌법에 근거한 장애인의 기본 인권의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한다. 정부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실태조사의 실시나 장애인의 의견
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졸속한 제도로서 시행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큰 상처를 낸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뜻을 표명함과 동시에 이 반성을 바탕으로 향후의
시책의 입안 및 실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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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회의는 구성원 24명 중 14명이 장애인 및 그 가족 등 당사자들의 참여로
구성되어, 2010년 1월 12일에 첫 회담을 개최하고 그 이후 6월 29일에는 제1
차 의견서를 추진본부에 제출하였다. 그 해 4월 27일에는 추진회의에서 장애인
종합복지법의 제도설계를 검토하는 종합복지부회가 만들어졌다.
일본 내각부와 후생노동성이 합동으로 설치한 추진회의의 종합복지부회는 장
애당사자 및 가족단체의 대표 23명, 일본정신과병원협회 대표 및 서비스 제공
사업자·지원자 17명, 학식경험자 12명, 지자체수장 3명 등 총 55명으로 구성되
어, 1년 반 동안의 논의 끝에 2011년 8월 제18회 회의에서 『장애인종합복지법
의 골격에 관한 종합복지부회의 제언』을 합의 정리했다. 이것은 UN의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에 필요한 국내법의 정비와 기본합의문에서 약속한 신법의 제정이
라는 2가지 과제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것이었다.

출처) 후생노동성(2012)『장애인종합지원법안에 대해서』 2012년 6월 5일

<그림 1> 장애인제도개혁의 추진 체제

3. 골격제언의 내용
골격제언은 제1부 장애인종합복지법의 골격제언, 제2부 장애인종합복지법 제
정을 위한 실시과정(4항목), 제3부 관계하는 다른 법률 및 분야(1의료, 2장애
아, 3노동과 고용의 3항목)로서 총3부로 구성되어 있다(후생노동성, 2011).
이와 같은 골격제언은 신법(장애인종합복지법)이 갖추어야 하는 목표로서 6
가지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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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애가 없는 평등하고 공평한 시민사회를 목표로 한다. 이는 장애인권리
협약이 요구하는 가장 큰 과제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배제
되거나 고용·외출·사회참여·주거 등 다양한 생활면에서 큰 격차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골격제언은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장애가 있어도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평등성과 공평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이 조
건을 신법에 반영 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제도적 배제와 제도 간 공백의 해소이다. 현재 일본의 장애인복지제도
에는 장애인수첩, 장애정도구분 인정 등 장애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복지제도의 울타리에서 벋어나 제도적으로
배제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도의 타니마(容間)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제도
에 해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배제뿐만 아니
라 제도간의 공백은 학령기의 학교생활과 방과 후, 졸업 후 취업, 퇴원 후 지역
에서의 생활, 일자리와 주거 등 가정에서 육아와 부모의 부양, 소비생활 등 여
러 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연장
선상에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신법에서는 장애인들이 제도적으로 소외받거
나 배제 받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셋째,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격차 해소이다.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 및 일자리,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의 환경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및 지원시설 등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장애 구분에 따른 제도 수준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전국 어느 곳에서든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든 공통으로 하는 필요한 지원은 정부 및 도도부현의 부담사업으로 하
고, 장시간 서비스 제공 비용부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부분을 줄여주는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세계적으로 정상화
(Normalization)이념이 보편화되어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여전히 많
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 입원’을 하고 있으며, 중복장애인 등은 지역에서의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입소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공적서비스가 일정 부
분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케어는 대부분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지역 이행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수용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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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정비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른 지역 이행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다. 기존의 의학적 모델에 따른
획일적 지원급부 결정(장애정도구분인정)에서 개별 수요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의 니즈가 반영 된 개별 지급 결정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김광래,
2012:119; 佐藤久夫・藤原淸吾・峰島厚, 2013:11). 즉 장애의 구분이나 정도,
연령 및 성별 등에 따라 각각의 니즈나 지원의 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
애와 니즈가 존중되는 새로운 서비스 지원 결정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희망과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정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신
법의 제정과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기준으
로 OECD국가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목표로 한다.

4. 골격제언의 의의
1990년대 말 일본은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을 통해서 ‘이용자본위’라는 말을
사용해왔다. 이용자본위란 ‘복지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생각이나 행동의 기준
을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에게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의 장애인들은 90년대부터 장애인운동에서 사용되어져 오던 ‘당사
자주체’를 주장해 왔다. 당사자주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생활이나 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해 나
가면서 자각적이고 의사적으로 참여하는 주도권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는 의
미를 가지고 있다(岡部耕典, 2010:15; 김광래·전영록, 2013:5).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한 장애인운동은 당사자주체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일본정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억제정책에 대항하여 전개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성과로서 골격제언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골격제언의
의의는 단순히 내용뿐만 아니라 형성과정에서 잘 나타나는데 2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골격제언은 당사자주체의 실현이라는 결과물이다. 1949년 신체장애인복
지법의 제정 이후, 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정부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골격제언의 형성과정은 일방적 정부주도의 정책결정이 아닌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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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그 가족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당사
자주체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정부관료 및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골
격제언은 종합복지부회 구성원 55명중 장애당사자 및 가족단체의 대표 23명이
참여하여 1년 반 동안 총 18회의 회의와 논의 끝에 만들어졌다는 점과 기존 장
애인자립지원법을 찬성해 오던 단체와 사람들과의 합의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골
격제언의 의의를 한층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5. 골격제언의 형성과정
- 삼원구조론의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삼원구조론의 관점에서 일본 장애인복지 개혁과정을 <표4>와
같이 (1)정책형성과정과 (2)제도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2> 일본 장애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제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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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책형성과정을 보면 장애인복지의 사회문제로서 정부는 ①장애인복지서
비스 이용증가에 따른 공적재정의 부담 증가라는 『재정 파탄론』이 제기 되었
고, 정부는 개호보험과의 통합을 통한 안정적 재정의 확보6)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비판적 여론과 장애인계의 반대에 의해 통합론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정부는 공적재정문제의 대안으로 ②장애인자립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장애인자립
지원법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사회문제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③생존권 문
제였다. 이 법에 의해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이용자부담에 의해 서비스를 중단
및 시설퇴소, 이전 보다 서비스 양(시간)이 줄어드는 등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
협하는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④장애
인자립지원법의 폐지와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에 대항하여 ⑤전국
적 장애인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지원법은 ‘법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다고 하여 3차에 걸쳐 각 지역에서 재판소에 제소했다. 장애인자
립지원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위기를 느낀 정부(당시 여당)는 몇
차례의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⑥장애인자립
지원법의 폐지와 신법 제정을 약속하고 기본합의문서에 서명하면서 장애인들과
화해에 성공했다.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장애인제도개혁추진본부가
설치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를 검토하기 위한 장애인
제도개혁추진회의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추진회의에서 장애인종합복지법의 제도
설계를 검토하는 종합복지부회가 만들어졌다. 추진회의의 종합복지부회는 1년
반 동안의 논의 끝에 2011년 8월 제18회 회의에서 ⑦『장애인종합복지법의 골
격에 관한 종합복지부회의 제언』을 합의하여 정리했다. 골격제언은 장애인권리
협약의 기본 정신인 『Nothing about us without us!』를 포함한 정책입안 작업
의 개시를 의미했다.
골격제언에서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의 문제점들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들이 요
구하는 장애인복지제도의 당연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제도의
모습은 비장애인과의 평등과 공평의 실현,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커버할 수 없는
제도적 배제와 제도 간 공백 해소, 지역 간 또는 장애구분 간의 지원 격차 해
소, 사회적 입원 및 입소, 가정에서의 가족부담 등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의
해결, 개호보험과 같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가?’라는 일상생활 동작의
6) 일본정부는 현재 개호보험의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제도와 통합을 통해 피보
험자의 나이를 20세로 하양적용하고 10%의 이용자부담률을 상향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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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아닌 본인이 ‘어떻게 생활하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
한가?’라는 본인의 니즈에 기초한 지원서비스, OECD국가 중 아래서 5번째의 낮
은 예산수준을 타파하고, 장애인의 지역생활지원을 충실하기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등 총 6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골격제언의 내용 중 일부만이 반영된 ⑧장애인종합지원법이
성립되었다.

Ⅴ. 장애인종합지원법과 골격제언의 비교
포스트 장애인자립지원법으로서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자립이라는 이름이 종합
으로 바뀌었을 뿐 대부분 장애인자립지원법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물며 골격
제언의 내용의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은 일본정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의도가
다른 곳에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장애인종합지원법의 내용 중에서도 부분적으로는 골격제언
이 활용 되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양 제도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
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표 3> 장애인종합지원법과 골격제언의 비교
사회관
장애관
목적
지원의 중점
지원의 성격
복지제도론
대상
지원이용의
권리
국가・지자체
의 의무
이용자부담
지원체계

장애인종합지원법
자기 책임형 사회
보호의 대상
재정 컨트롤
자립을 위한 훈련
획일적 지원
중앙 집권형
수첩 소지자＋일부 난치병
없음

장애인종합복지법(골격제언)
전원 참여형 사회
평등한 시민, 권리의 주체
지역사회에서 희망하는 생활
支えるサービス
개인 욕구에 중점 지원
전문직(시정촌) 존중형
모든 장애인
있음

노력의무

법적의무

응익・응능, 가족단위
재정사정에 따라

원칙무상, 본인담임의 응능
목적・기능에 따라

출처) 佐藤久夫・藤原淸吾・峰島厚(2013:10)
주: 장애인종합복지법의 이미지는 佐藤久夫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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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종합지원법과 골격제언을 비교 해보면 다음의 5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
을 분석할 수 있다(鈴木勉, 2013:13).
우선 첫째, 장애관과 사회상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자립지원법과 종합지원법은 자조론(自助論)7)에 입각한 자조(自助)·
공조(共助)·공조(公助)에 기반을 두고 있다(岸眞淸・島和俊・淺野淸彦・立原繁,
2011). 즉 장애인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책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말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한적 지원을 실시하고, 그
지원은 ‘취업 또는 신변 자립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골격제언의 기본적인 입장은 장애가 있어도 사회를 구성하는 ‘평등한 시민 및
권리의 주체’로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에 공헌하고 장애로 인한 지원이 필
요한 경우에는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재원보장에 관한 부분이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시정촌에 대한 재
량적 경비와 의무적 경비의 구분, 또한 서비스 대상선정 프로세스(장애지원구
분)를 통한 국고부담기준은 시정촌에 대한 장애인의 서비스 한도 초과부담을 강
요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 장애인 생활지원 서비스의 단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단가 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있어 서비스 사업자의 경영의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서비스 단가설정의 권한은 후
생노동성이 장악하고 있다. 골격제언은 모든 장애인과 서비스 제공 사업자 그리
고 시정촌에도 안정적 재원 보장을 실시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복지 제도론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종합지원법은 획일적
이고 재정을 정부가 컨트롤 하는 중앙 집권적 구조로 되어있다. 이것은 시정촌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장애인의 개별적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급여가 확대될 우려가 있
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급여를 획일화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다. 그리고 장애인종합지원법은 국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급부를 하
지 않아도 법률위반이 아닌 구조로 되어있다. 이에 비해 골격제언은 장애인의 개별
니즈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정촌과 전문가의 결정을 존중한다.
7) 2006년5월에 공표된 사회보장 방법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해서의 기본
적 구상이라는 항에서 ‘국가의 복지사회는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의 적절한 조
합’에 의해 만들어져야만 하며, 구체적으로 ①스스로 일하여 스스로의 생활을 지탱하며 스스
로의 건강은 스스로 유지한다는 자조(自助)를 기본으로, ②생활상의 리스크를 상호 분산하는
공조(共助)가 보완하며, ③그 위에 자조(自助)나 공조(公助)로는 대응 할 수 없는 곤궁 등의
상황에 대해서 소득이나 생활수준·가정환경 등의 수급요건을 정한 뒤에 필요한 생활보장을 시
행하는 공적 부조나 사회복지 등을 공조(公助)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里見賢治, 201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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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용자 부담 역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2010년 개정된 장애인자립지
원법에서 이용자부담이 정률부담에서 원칙적으로 능력에 따른 부담방식(응능부
담방식)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는 이것을 답습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는 능력에 따른 부담방식으로 전환 하였지만, 그 능력을 장애인 본인
의 능력뿐만 아니라 동일 가계에 있는 가족 구성원 전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
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대부분 이용자부담을 하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서비
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부담금이 10%을 넘을 경우에는 정률부담방식을 적용하
여 상한을 10%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정률부담방식은 그대로
유지 되고 있으며, 이용자 부담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은 서비스 이용의
금액 중 1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
다. 그러나 골격제언에서는 장애에 따른 지원은 원칙상 무상으로 가족을 제외한
장애인 본인의 수입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의 대상에서 역시 크게 차이를 보인다. 장애
인종합지원법의 대상은 장애인 수첩의 소지자와 일부 난치병 환자로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골격제언에서는 일본 장애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장애
인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심신기능장애로서 만성질환에 따른
기능장애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Ⅵ. 결 론
이상과 같이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폐지 후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제정과
정에서 골격제언이라는 획기적인 장애인복지제도의 틀이 제언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신법에 반영하기 보다는 골격제언의 배제를 통하여 기존 제도의 유지는 일
본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양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장애인종합지원법의 골격제언
반영 비율은 골격제언의 총 60항목 중, 불충분하지만 골격제언이 반영된 1항목
과 검토는 하였지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한 사항 21항목, 전혀 반영하지
않은 38항목 등으로 극히 일부만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이것은 ①장애인자립
지원법 폐지의 다짐과 신법의 제정, ②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의 총괄과 반성,
③신법제정에 대한 논점, ④이용자부담에 대한 조치, ⑤수행확보를 위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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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명시된 기본합의서의 위반이며, 장애인들의 배려보다는 제도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경에서 골격제언의 배제와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성립은 일
본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실제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공적재정의 억제이다. 1990년대 말, 실시한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과 자
조론의 대두는 일본 사회복지정책 기조가 되었고, 새로이 제정되는 사회복지제
도들은 사회복지의 공적재정의 억제라는 노선을 답습하는 과정에 있다.
개호보험과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제정은 실질적으로 공적재정의 축소를 가져왔
으며, 개호보험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급여억제정책8)을 펼치고
있다.
둘째, 개호보험과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도의 구축이다. 개호보험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애인복지제도와의 통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
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즉 개호보험은 2000년 시행이후 나타난 재정 위험성
에 대한 대안으로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현재 40세 이상에서 20세 이
상으로 확대한 후, 20세 이상 장애인도 개호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피보험
자의 범위 확대를 통한 보험료 증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통합안은 보
험료의 사업주 부담을 증대 시키는 것이었으므로 경제계, 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던 시정촌의 반발 및 장애인단체의 반대운동에 의해 결국 무산되었다(김광래·
전영록, 2013:7).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 양제도의 통합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제정했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장애인자립지
원법은 개호보험과 거의 유사한 구조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으며, 장애인종합지
원법 역시 전체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일방적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 당사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
켰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장애 당사자들의 배제는 이에 대
한 장애인운동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정부의
정책의도9)와 장애 당사자들의 정책목표가 다른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8) 개호보험의 개정을 통하여 고령자에 대한 공적개호의 보장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제도의 지
속가능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급부억제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즉 개호보험제도는 개정을 통하
여 급부대상자의 범위 축소, 서비스내용의 축소, 자기부담의 증가, 서비스 이용제한 등으로 급
여를 억제하고 있다(오세영·오영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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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장애인복지정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한국의
경우도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장애인운동과 정부의 정책대안은 일
본의 경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한국정부는 장애등급재심사에 반발하는 장애인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문가와 장애인계가 참여한 민·관·혐의체인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
단’을 구성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종료되었으며, 2013년 4월 15
일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이 새로 구성되었으나 이 역시 흐지부지 종료되고 말았
다. 이후 정부는 2014년 3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현재의 장
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학적 평가와 더불어 근로능력,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뒤, 4월 4
일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나, 추진단의 위원 총 24명 중
장애인 단체는 4명에 불가하여 1, 2차 기획단에 비해 그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비마이너신문기사, 8월 21일자). 그러나 한국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은 장애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
적 정책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
방적 정책결정은 일본의 경우처럼 정책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따라
서 당사자주의를 대변하는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에 관해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당사자 배제 불가론(이익섭·박수경
편, 2012:3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책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참여 확대와 권
리 보장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서 정부의 정책전환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9) 정책주체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지향한다. 정책적 효과는 복지적 효과를 일
정부분 포함하면서도 정치적인 효과를 지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總合社會福祉硏究所,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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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in Japan
-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the Disabled Person Welfare Act
and the Comparison with the Disabled Person Support Act Kim, Kwang-Lae
Part-time Researcher in Bukkyo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Japa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which
Japanese government actually pursues, by analyzing the formation of 『Welfare
Services Department's Proposal(Framework Proposal) of the Framework of the
Disabled Person Welfare Act』 proposed by the Welfare Services Department of
the Disabled Person System Reformation Bureau of Japan in August 30th, 2011
for enacting a new law(Disabled Person Welfare 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ipartite theory, which is one of social welfare policy theories, and clarifying the
formation process, and comparing with the Disabled Person Support Act.
As a research method, the tripartite theory presents three components of
social welfare policy; (1) Social problem, (2) Subjects of policy, and (3)
Social movement, and this is to study the process in which the subjects,
the contents, and the level of social welfare are determined by the relation
of ternary structure in social welfare policy.
As a result, the Disabled Person Independence Support Act caused a problem
with disabled people's right to live as a social problem, and the national movement
and lawsuit of the disabled occurred as social movements.
Thus, the government promised with disabled people to abolish the Disabled
Person Independence Support Act, and founded an organization for concluding a
basic agreement and enacting a new law.
The framework proposal made after the one and one-half-year discussion
was not reflected in the new law, and the Disabled Person Support Act
enacted was merely a partial revision of the Disabled Person Independence
Support Act.
This Japanese Disabled Person Welfare Policy shows that Japanese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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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intention to control public finances for the Disabled Person Independence
Support Act and maintain the system for an integration with long-term care
insurance has continued.
Key words : Japanese Disabled Person Welfare Policy, Framework Proposal,
Tripartite Theory, Disabled Person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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