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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각중복장애인의 현황과 발전과제
정지훈(여주라파엘의집 원장)

I. 서 론
장애를 크게 분류하자면 1가지의 장애만 가지고 있는 단일장애와 2가지 이상
의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데,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복장애인의 수는 전체 장애인 2,726,910명의 8.74%이며, 3
년 전인 2011년의 231,222명에서 3.16%의 증가율을 보여 2014년에는 그 수가
238,533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영역의 확대, 사회적 인식의 성장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 왔고, 앞서 기술 했듯이 중복장애인의 출현율이 증
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의 기회가 확대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복장애
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이렇다 할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시각중복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시각장애 학교에서 상
당수의 중복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임에도 단순 시각장애만을 가진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 시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는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1급~3급)에게 맞추어져 이루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각중복장애인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시각중복장애
인의 복지 및 교육의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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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각중복장애인의 현황과 실태
1. 시각중복장애 현황
1) 시각중복장애인의 개념적 이해
중복장애란 2가지 이상의 장애가 표출되어 혼합된 것으로, 각각의 장애를 가
진 사람들만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처방으로는 효과적인 재활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경우를 말한다(Schloss, 1987).
시각중복장애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 외에 지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
애,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정서장애 등의 또 다른 장애를 한 가지 이상 중복으
로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말하며, P.L. 94-142에서는 농맹(deaf-blind)에 대해 ʻʻ농
아나 맹아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없는 심한 의사소통과 발달, 교
육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 시각과 청각손상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ʼʼ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서는 중도 정서장애(정신분
열증 포함), 자폐증, 중도 및 최중도 지적장애 이외에 맹-지적장애, 농맹 등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을 중도장애에 포함시켜 고도로 특별하게
고안된 개인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때때로 하나의 장애를 1차 장애, 다른 장애를 2차 장애로 생각하는데,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뇌성마비에 의한 가벼운 운동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
다. 그런데, 장애가 심각하게 얽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애가 다른
것보다 더 심한가의 여부를 가늠하기는 곤란 또는 불가능하다(Hart, 1988).
즉 장애가 중복된 경우 두 개 혹은 그 이상 장애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중복
된 장애의 누적으로 인한 어려움과 영향은 그 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시각중복장애의 유형별 분류
시각중복장애인이 각기 보여주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른 어려움과 지원
서비스의 요구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계획과 제
공을 위해서는 중복장애의 유형에 따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영향들을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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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본고에서는 (1) 시각장애와 지적장애, (2) 시각장애와 뇌성마비, (3)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4) 시각장애와 정서장애, (5) 시각장애와 지체 및 운동장애 등의 5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시각장애와 지적장애
시각장애에 지적장애를 수반한 경우는 유전, 전염병, 출산 후 손상, 기타 환
경적･선천적 요인들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 선천적 시각장애아는 비록
지능이 보통이라 할지라도 몇 가지 발달 지체를 나타낸다. 아동들은 입 모양을
모방하거나 소리를 듣거나 대상과 소리간의 인지적 연합을 통해 말을 배우므
로, 시각-지적장애의 중복장애아는 언어 발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느리다.
또한 대･소근육 운동기능 발달 지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도전적인 행동, 즉
머리박기, 머리카락 뽑기, 눈 문지르기, 눈 찌르기, 손이나 손가락 흔들기 등과
같은 자해행동 및 자기자극 행동이 나타나며, 짜증, 공격행동, 사회적 고립 등의
전형적인 행동 유형을 보인다.
Warren(1984)에 따르면 시각장애아동이 40%는 자해행동, 상동행동, 공격행동,
방해 행동, 짜증, 사회적 고립 등을 보인다고 한다.
(2) 시각장애와 뇌성마비
뇌성마비(cerebral palsy)는 신생아초기(분만 전부터 생후 6개월까지) 두뇌 발
달기 동안에 발생하는 뇌손상으로부터 기인하는 자세와 수의적 운동기능의 이
상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용어(Alexander & Bauer, 1988)이기도 하면서, 시각장애
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지적장애를 수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골격의 기형, 운동기능과 자세의
이상, 발작장애, 근육과 골격이상으로 호흡장애 등의 의학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말이나 동작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학습속도가 느리고, 학습된
기술을 유지 혹은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Brimer.1990).
조심스러운 자세유지, 규칙적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는 약물, 수술, 혹은 적응에 필요한 기구나 기술장비들의 사용 등이

모두 시각

장애와 뇌성마비가 있는 이들의 보다 효과적인 이동, 작업, 의사소통 등에 기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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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시각청각장애는 극도의 고립을 유발하는 질환이 될 수 있다.
실명이나 실청(deafness) 모두 제각기 외상성(traumatic)이지만, 두 질환이 동시
에 발생하면 그 효과를 상호 증폭시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영향이 몇 배로
가중된다. 이러한 이중 감각장애는 개인의 의사소통, 사회성, 직업기능 등의 발
달에 심한 악재로 작용하는데, 특별히 발달지체와 같은 3차 장애가 결부되면 그
현상은 보다 심화된다. 실제로 시각청각장애로 분류되는 학생의 대다수가 이런
3차 장애를 보인다. 보통 시각청각장애는 다른 중복장애들보다 그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서로 상대 장애를 심화
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방법은 일반
적으로 우수한 시각을 필요로 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략은 정상적인 청각
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각 개인의 요구에 적절한 개별화된 독특한 기법
의 사용이 요청된다(Baldwin, 1991; Heward, 1996; Tedder, Warden, Sikka, 1993;
Trybus, 1984). 시각청각장애인의 수는 다른 장애인의 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도전은 훨씬 크고, 다른 이들보다 노동인
력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훨씬 높다.
(4) 시각장애와 정서장애
직업적 잠재력, 사회적응, 개인적 성취에 심각한 부담이 되는 행동 또는 정서
상의 문제가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실명이 급작스럽
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실의 여파가 극도로 심각하여 상담가, 정신
과 전문의,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서문제를 다루는 일에 많은 경험과 특수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지
원이 지적되기도 한다(Freeman, 1987; Oehler-Giarratana & Fitzgerald, 1980).
비교적 드문 장애인 자폐증은 본질적으로 정서 혹은 행동적인 것으로 분류되
고, 때로 시각장애인들 중 어떤 집단의 문제점으로 고려된다. 자폐증의 주요한
특징 몇 가지를 들면,
∙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의 부족
∙ 언어발달의 심한 결핍
∙ 말을 한다면 반복하기와 같은 특유한 표현 언어의 양상
∙ 변화를 거부하거나 생물 무생물체에 대한 이상한 관심과 집착과 같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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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괴이한 반응 등이다(American Pschiatric Association, 1994; Sullivan,
1994).
미숙아망막병증이나 어머니의 풍진으로 인해 시각장애를 입게 된 아동과 초
기 성인들에게서 자폐증과 유사한 행동이 보통 기대되는 발생빈도보다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왔다(Chess, 1987; Lowenfeld, 1980).
어떤 중복장애인들은 주변사람들과의 사회적･신체적 접촉이 극히 제한적이어
서 똑같은 단어나 구절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손가락 털기나 상체 흔들기와 같
은 반복된 행동에 빠져들거나, 물체에 비일상적으로 집착하는 것 등을 통하여
자기 자극을 꾀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폐증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
되는 이들의 의사전달 노력에 대하여 반응할 때에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활동
과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그런 이들의 고립을 줄여나갈 수 있다.
(5) 시각장애와 지체 및 운동장애
지체, 운동 및 신경학적 장애들도 실명과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조산, Rh 요
인의 상반(incompatibility), 출산전 산소결핍 등을 비롯한 문제들이 시각과 운동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물론 살아가면서
당뇨와 같은 대사 이상, 근이양증과 같은 퇴행성 질환, 또는 척추부상이나 뇌진
탕 혹은 절단 등의 사고 따위에 의하여 언제라도 지체장애를 입게 될 수 있다.
미세근육 및 대근육 운동의 어떤 기능들은 노화에 따라 서서히 상실 또는 약화
되기도 한다.
시각장애와 지체장애가 합쳐지면 개인의 독립성과 직업 관련 기능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보행기술을 익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
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운동기능의 조절이 어려운 이들에게
는 이러한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비록 지체 혹은 운동장애가 심한
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나, 보행훈련에 능숙한 전
문가라면 시각장애와 더불어 휠체어나 크러치 혹은 다른 보조기구들을 사용해
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체장애가 있는 이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
행기술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Bailey & Head, 1993). 지체와 운동장
애는 또 언어능력의 생성, 머리 조절(가누기), 점자나 묵자 읽기, 컴퓨터 사용,
장시간 앉아있기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128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제1권 2호

3) 시각중복장애인의 출현율
시각중복장애인의 출현율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시각중복장애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애
영역별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오로지 하나의 장애 영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만약 하나의 장애 영역으로 분류한다면 어느 장애 영역으로 분류해야만
하는지 등의 분류 문제이고, 둘째, 프로그램들과 서비스 체계들에 따라 각기 다
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즉, 교육, 의학, 복지 등 서비스 체계들에
따라 시각중복장애의 정의도 달라지므로 그 결과 출현율은 다르게 되고, 출현율
을 추정하기도 어려워진다.
또한 시각중복장애인의 출현율은 그 정의나 대상, 연령, 조사 방법 및 시기와
또는 나라별 분류 및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각중복장애인의 실태와 출현빈도도 나라마다 장애인의 분류 및 평
가 기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출현 빈도는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등록된 52개의 맹학교 학생들은 주로 정신지체, 행동장애, 정형
외과적 장애와 같은 추가 장애들을 가지고 있다 (Heward & Orlansky, 1992). 지
역사회의 교육기관들에서도 중복장애 아동과 청소년들 다수를 교육하고 있으며,
한 조사에 따르면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등록된 시각장애아동의 36%가 중복장애
아동으로 분류되고 있다(Harley, Garcia, & Williams, 1989).
점점 많은 수의 중복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고용프로그램에도 등록되고 있으
며, 재활에 성공한 시각장애인 재활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 조사에서는
15.2%가 뚜렷한 2차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ill, 1989).
한국의 경우 전국 12개 시각장애학교의 재학생 중 시각중복장애학생은
29.36%(정지훈, 2012)로 나타났고, 국립특수교육원(1996)에서는 약 1/3로 추정하
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중복장애를 8개의 영
역으로만 구분하여 조사하고, 시각장애가 포함되는 영역도 3개에 불과하여 정확
한 출현율과 중복 유형별에 따른 수치의 파악이 어렵다. 또한 2014년 장애인 실
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인수는 총 2,726,910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의 출현율은 2011년 5.61%, 2014년 5.59%로 나타나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나,
시설장애인의 경우 2005년 실태조사에서 시설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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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는 달리 이후 3년마다 실시된 2008년, 2011년, 그리고 2014년 실태조사에
서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일환인 행복e음 상에 단일
장애유형만이 제시되어 있어 중복장애인의 수에서 완전히 배제시킴으로써 그
추정 수 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표1 에도 나타났듯이 2014년을 기준
으로 시각장애를 포함한 중복장애인의 수는 34,568명으로 2011년의 19,903명에
비해 73.68%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그 수가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추정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
<표 1>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서에 의한 중복장애의 구성
(단위: 명, %)
구분

2011년
전국추정수

2014년
비율

전국추정수

비율

중복장애
(2가지)

202,274

87.5

203,301

85.2

지체장애+시각장애

11,819

5.1

17,253

7.2

지체장애+청각장애

24,537

10.6

18,817

7.9

뇌병변장애+시각장애

6,792

2.9

12,592

5.3

뇌병변장애+언어장애

15,188

6.6

30,773

12.9

지적장애+언어장애

27,062

11.7

16,496

6.9

116,876

50.5

107,370

45.0

28,948

12.5

35,231

14.8

뇌병변장애+시각장애+언어장애

1,292

0.6

4,723

2.0

뇌병변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1,786

0.8

3,355

1.4

뇌병변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

6,487

2.8

9,195

3.9

19,383

8.4

17,958.

7.5

231,222

100.0

238,533

100.0

기타

(3가지 이상)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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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중복장애인 복지의 실태
1)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한국에서의 장애인 복지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1999년,
2003년도의 법의 개정으로 장애 영역이 15개영역으로 확대되고, 교육 및 경제적
지원이 확대 되는 등 질적, 양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
그러나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렇다 할 변화나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
어지지 않고,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 장애 및 경･중증장애인의 기준에 준
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 총괄표
사업

연금 및
수당

보육 및
교육

주요사업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1급, 2급, 3
급 중복장애)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의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
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0세 – 만 12세 장애아동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1급~3
급)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
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
록 여성장애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
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
정 시 특례적용 및 장
기 요양 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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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사업
산출보험료 경감

서비스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
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장애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
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발달재활 서비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1~3급)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
대주택 거주자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
료 지원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
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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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사업

지원대상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
화방송)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장애인일자리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
애인 안마사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
는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고용서비스, 중증장애인직
융자지원 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
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
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유선통신 및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공공요금
관련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등록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
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
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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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세제혜택

주요사업

지원대상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ʻ장애인복지법ʼ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자동차에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
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대한

개별소비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
전 등록세포함)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
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
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
제･자매)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용 차량

소득세･장애인 의료비･장애인특수
교육비 소득･장애인 보험･상속세
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
입,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
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
세 감면,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장애인체육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지역사회
복지사업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재활시설)
장애인특별 운송사업운영
및 기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등록장애인 및 가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 포함)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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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사업

지원대상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시각보조시설 중앙 지원센터 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도 협회 및
시･군･구지회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
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
소득 청각장애인

위의 지원기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지원을 받는 보장구는 돋보기, 저시력 보
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텍트렌즈, 흰지팡이며, 재활보조기구로는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가 있다.
그러나 이 품목들을 살펴보면 다른 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시각중복장애인이 보
편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은 아니며, 다른 장애로 인하여 보장구등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해당 장애에 대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시각중복장애로 인한 필요성이나 특성에 근거하지 않고 각 장애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거주시설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장애의 정도나 중복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설 유형별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인력지원 또한 마찬가
지이다.
시각중복장애인 시설의 경우 별도의 분류체계가 없어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이나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게 되는데, 중증장애인요양시
설로 등록할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행훈련사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또 시각장애인 거주시설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인력인 생활지도원을 50%정도 적게 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
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체계 속에서는 다양한 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시각중복장
애인의 보행훈련은 물론 언어치료나 그 외 각종 재활치료 및 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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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한 직종별 지원기준
직종명
원장

지원기준

직종명

지원기준

중 증 ･청 각 /언 어 ･지 적 ･영 유 아
시설당 1명(동일부지내 타시설
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 중복 언어치료사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
불가)
당 1명

사무국장

시설당 1명(정원 30인 이상)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무원

시설당 1명(정원 30인 이상)

상담평가
요원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시설관리인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정원 30인 이상)
영양사

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
명당 2명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시설당 1명(정원 50인 이상)

생활지도원 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생활재활 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
교사)
명당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현원 150인 이상 1명 추가

물리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
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조리원

시설당 2명, 이용장애인 현원
50인 이상 1명 추가

작업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
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위생원

시설당 1명(30인 이상, 이용장
애인 200명 이상 1명 추가)

청능치료사

청각/언어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촉탁의사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시설당 1명

2) 시각중복장애인의 교육
(1) 선진국에서의 시각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서비스 전달 모형
선진국에서는 시각중복장애 학생의 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발전시켜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이다. 특수학급은 시각중복장애 학생들이 가
정에서 생활하면서 통학하는 학급을 말하고, 특수학교에는 학생이 통학하는 주
간 특수학교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숙제 특수학교가 있다. 시각중복장애 학
생을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배치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서비스의 영역이 적응 때에는 특수학급에 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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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중복장애 학생이 중증이고 의학적 치료는 물론 24시간 돌보아야 할 경우
에는 병원에 배치한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 전달체제를 발달센터라고 하고 교
육보다 치료에 더 중점을 둔다.
시각중복장애 학생에게는 재택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아 교사, 물
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보행교사 등이 시각중복장애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한다. 또한 이 교사들은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도록 부모에게도 교
육을 실시한다. 이 재택 교육은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임시로 운영
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에는 1960년대 풍진으로 맹농아가 급증하자 10개 맹농아 지역 센터를 설
치했다. 맹농아 지역센터에서는 맹농아의 진단평가, 생활적응, 보행, 교육 프로
그램, 교사, 부모 기타 선문가들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각 주의
맹농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감독하는데 기술적 지원을 하며 자료는 물론
예산도 지원한다(임안수, 2000). 이러한 다양한 시설에서 시각중복장애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그들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시각장애 학교의 시각중복장애 학급에서만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평가 영역에 있어서는 시각중복장애 학생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는
거의 없으나 주로 비형식적 평가도구룰 사용하여 여러 평가영역을 정확 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한국에서의 시각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실태
한국 시각중복장애학생 현황에 대한 이덕순(1997)의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학
교 재학생 1,319명 중 시각장애만을 지닌 학생은 967명(73.31%)이고, 주장애인
시각장애 외에 다른 장애를 지닌 중복장애학생은 352명으로 26.68%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정별 중복장애 분포를 보면 초등부 38.92%, 유치부
37.33%, 중학부 34.61%, 고등부 8.65% 순으로 나타나 학령기 초반부의 저학년일
수록 중복장애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덕순, 1997).
홍재영(2009)의 연구에서도 시각중복장애학생은 대부분 시각장애학교에서 교
육을 받고 있으며, 전체 1,302명의 시각장애학교 재학생 중 346명에 해당하여
전체 26.57%가 시각중복장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지훈(2012)의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특수교육통계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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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시각장애학교 2011년 학교교육계획서 학생현황 자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전체 시각장애학
생 1,250명 중 시각중복장애학생은 367명으로 29.36%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
며, 과정별 분포를 보면 시각중복장애학생 비율이 유치원 62.00%, 초등학교
46.30%, 중학교 31.15%, 고등학교 17.37%로 저학년일수록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각중복장애학생 현황을 1998년과 비교해 볼 때 전체 시
각장애학생 대비 시각중복장애학생의 비율은 2.79% 정도 늘어났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시각중복장애학생 비율은 현저하게 늘어났다.
그리고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장애영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시각중복장애
학생 367명 중 시각장애에 지적장애가 중복된 학생이 147명으로 40.05%이고, 시
각장애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겸한 학생도 75명으로 20.44%로 나타났다(정지
훈, 2012).

Ⅲ. 발전 과제 및 방향
앞서 기술한 시각중복장애인의 특성과 현황 및 실태 그리고 지원체계와 교육
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각중복장애인의 복지와 교육의 향
상을 위한 발전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복장애 유형의 기준설정과 출현율에 대한 실태 조사
현재 시각중복장애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고, 학자마다 다르
게 분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실태 조사의 결과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같은
장애인을 두고 다른 영역으로 분류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같은 장애인에 대해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교육
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유형별 집단에 대한 교육이나 서비스
의 기준이 모호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로는 중복장애 유형별 출현율은 물론 시각중복장애인 전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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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율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장애인 출현율에
대한 조사는 장애인 정책 형성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각중복장애 유형의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른 출현율의 조사가 정확
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 교육 환경 개선
시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그들이 가진 특징이 다양한 만큼 서비스의
다양성이 필요하며,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유형에 맞는 단순시각장애 아동 위주
로 구성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과정으로의 재편성이 요구된다. 또
한 교실에서만 제공되는 교육이 아닌 생활환경, 지역사회, 직업훈련기관 등의
다양한 장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수교육 형태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특수학급에서만이 아닌 미국과 같이
시각중복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특수학급, 재택교육, 발달센터 등과 같이 장
애 정도에 맞게 다양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 또한 특수교사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치료서비스에 있어서는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배
치되어 치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계획이 수
립되어야 한다.

3. 교육 기회의 확대
미국의 경우 1986년 공포된 공법 99-457(1997년에 공법 105-17로 새로이 개정
됨)을 통해 장애아동의 공교육 대상을 기존의 3세부터 21세까지에서 0세부터 3
세까지로 확대 하였다(이병인, 1999).
장애 영유아 특히 중복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경우 조기교육과 조기 치료를
통해 장애가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에 대
한 지원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도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학령기 이후에는 장애 정도에 맞게 직업교육 혹은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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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이가 많아도 지식수준이나 일상생활 적
응에 있어서 유아에 가까운 경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령 제한 없
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평가 도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시각중복장애인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계획 수
립과 적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지만 현재 표준화된 평가도구가 없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표준
화된 평가도구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특수교사만이 아닌 시각중복
장애인 시설의 사회복지전문가, 각종 치료사 등 장애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시각중복장애인에게 적용 가능한 프로
그램이 매우 적어 특수교육과 치료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매우 제한적인
데, 향후 장애정도, 장애유형, 발달주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
어야 할 것이다.

5. 가족의 개입 증대
미국의 공법 99-457의 주된 내용은 서비스 담당자(서비스 코디네이터 혹은 케
이스 메니져)로 하여금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을 문서로 작성하게 함
으로써 출생 후부터 2세까지의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과 시행에
가족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ʻ가족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ʼ을 법제
화 하고 있다. 즉 이 법의 주안점은 서비스의 설계와 실행에 가족 구성원이 참
여한다는 것이다(이병인, 1999).
이는 학령기 교육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으며, 부모의
개입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변화의 가장 강한 힘은 교육과정에서 부모와 가정의 중요성을 차츰 인
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롯되며, 전 가족이 관여할 때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이 한층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가족의 욕구에 적합하고 효과를 가져오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

140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제1권 2호

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는 가족에게 돌리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
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6.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통합이란 한 개인이 가치 있는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인격
적인 개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며, 사회통합은 장애인과 같이
가치절하의 위험에 놓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사회통합과 의미 있는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김용득･유동철, 2002).
이는 정상화에 근거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정상적인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살아가며, 동일한 교육과 문화, 여가 등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해 적절한
사회적 활동 기술 습득, 장애인의 이미지를 높여줄 수 있는 외모 가꾸기, 장애
인의 연령에 맞는 호칭사용과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의 참여,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중증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회 안에
존엄성을 지닌 한 개인으로써 참여하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7. 시설의 전문화
위에서도 언급했듯 장애인은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상
적으로 사회와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러나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편의시설, 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
고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떨어드릴 수 있다.
또한 ʻ장애인 욕구조사 및 정책지표 설정연구ʼ에 따르면 장애인의 27.7%, 수발
가족의 31.1%가 거주시설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수발가족들을 대상으
로 가족지원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거주시설 확대요구가 11.5%로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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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우선순위가 높았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즉 시각중복장애인과 같이 활동의 제약이 심하고, 보호 및 치료서비스를 필요
로 하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문적인 시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인적･물적 지원형태로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나의 예로 중증의 뇌성마비를 동반한 시각중복장애인의 경우 특수한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의 범위가 크지 않아 300만원에서 500
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호자나 시설에서 대부분 부담해야 하며, 물리치료를 필
요로 하는 장애인이 많은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을 해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야
한다.
이처럼 시설에서 부담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상당한 한계
에 부딪히게 되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
그들의 장애가 가중되거나 심화되는 것이 예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8. 다양한 보조공학 기기 개발
IT 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이지만 장애인의 보조공학기술에 있어서
는 상당히 낙후되고 뒤쳐져 있다.
이는 단순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시각중복장애인의 보조기기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거의 전무하다고도 볼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데, 이 영역에
대한 연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학자들이나 연
구자혹은 기관들에게 물을 수도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보조기기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기
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 보조공학 기기를 필요로 하는 시각중복장애인에게
이분야의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론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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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미래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많은 변화가 있으
리라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변화는 의심이 여지
없이 현재의 치료, 개념, 기대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현재의 철
학이나 방향의 전환이 분명히 요구될 것이다. 사회복지 전문가 및 장애 전문가
들은 중복장애아에게 유익한 추세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최상의 이득이
되지 않는 변화에는 저항할 필요가 있다.
일부의 변화는 직업과 경제적 안정을 위협할 것이며, 사회복지 전문가는 전문
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기능과 기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과거의 세대가 하늘을 나는 기계, 인간을 달에 착륙시킬 로켓과
천연두 치료를 상상하고 염원했듯이 유전자 조작이나 시험관아기 이야기를 하
는 사회에 살고 있다. 현재 우리는 창공을 날 수도 있고, 인간이 발자국을 남긴
달을 보기도 한다.
미래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전문가에 대해 많은 촉망과 도전이 제기될
것이다. 이는 현재 상상 불가능의 문제에 대한 결단과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 지금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해결책의 개발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 교육, 의학을 비롯한 사회 전체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만 중복장애인의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
시각중복장애인의 복지는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이 바로 사회복지전문가의 몫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이든,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이든 시각중
복장애인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들의 삶 또한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이
라고 볼 때, 시각중복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중증의 중복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의 개발･적용, 교육 등의 직접서비스의 제공
은 물론 정책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끌어내는 역할을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당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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