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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획논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언
-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직 경험사례를 기반으로 -

1)

박은아(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논문요약]
본 연구는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를 준비하며 인력구성, 평생교육과 복지의
결합,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맞는 서비스 지향성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효과적 운영
을 위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자료를 통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
인복지사업 간 지침을 검토하고, 선험기관에 대한 기획탐방 및 센터장 심층면담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평생교육법과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설치 및 지
원 근거와 센터 현황 등을 확인하였고, 궁극적인 장애인평생교육과 장애인복지의 결합구조에
서 두 개의 법적기반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의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에 조화롭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인력구조, 직원을 위한 체계적
훈련 및 교육구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협회체 구성 등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과 복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협의체

Ⅰ. 서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6조 1항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
육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기본 체
제로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그 조직과 운영, 성과와 환류 등 전 차원에
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학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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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개인특성을 고려하여 성인 발달장애
인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교육프로그램 등에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발달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
장애성인 대상의 서비스 확대와 권리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 서
비스 이용의 주체적 참여, 자립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
면서, 지역사회 내 포용적 복지의 중요 기능들을 수행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16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개소하여 운영 중이거나
개소를 앞두고 있다. 그중 강북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법인인 대한불교조계
종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위탁 운영 받아 개
소를 앞두고 있다. 개소에 앞서 장애인 부모회와의 의견 나눔, 타 기관 견학 등
을 통한 인력채용과 배치, 사업구조와 공간 구성 등의 제반에 걸쳐 (평생)교육과
복지의 연계선상에서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고 차별화된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
생교육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인발달장애인들의 개인적 특성과 욕구에 기반하여 성인기에
맞는 교육과 복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민과 성과에 대한 공유, 좀 더 세부
적으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조직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 도모와 종사
자들의 체계적 교육 및 훈련 관점,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킹 등 다
양한 실태와 과제들을 함께 인식함으로써 센터의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경험들을 공유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다양한 경험사례들을 공유하고 향후 설립될 센터들에 대한 조직 사례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기존 장애인복지영역 내 유사사업에 대한
비교,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유센터 운영현황 및 강북구에 대한 운영 적용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인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획 제공 확
대와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지원 인력에 대한 구성, 교육 및 훈련체계, 지역사회
협력 등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장기획논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언 113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고찰과 현장경험사례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고찰에서는 장애인복지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장애인 평생교육분야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문헌을 고찰하여 주요 의의를 파악하였다. 여기
에는 개별모델에서 사회모델로의 변화과정과 의의, 문제적 인식과 장애인 평생
교육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두 번째 연구수행 방법으로서 서울시
의 2019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세부사항과 이전 관련 자료를 검토하
였다. 여기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영역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서
비스 제공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장애인복지관을 기반으로 하는 성인발달
장애인의 낮활동 관련 사업을 유사사업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이 사업의 서울
시 사업지침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침 및 사업안내서의 내용을 비교
하였다.
현장경험사례를 위한 주요방법론으로서 선행기관에 대한 기획탐방을 통한 기
초현황 분석과 센터장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 내 센터 방문과 센터장 심층면담을 통
해 운영전반에 걸친 현황 및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이에 ○○구장애인부모회의
추천과 내부 논의를 통해 서울에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중 총 4곳을 방
문하였다.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찰한 공간구조 등에 대한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본 센터의 공간구성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인력배치에 대한 거듭
되는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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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헌고찰
1.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와 적용 :
「사람중심·사회모델·지역사회 접근의 실천」 2)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2016년 진행된 연구「장애인복지관 환경변화
에 따른 서울시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발달장애 서비스를 중심으로-」를
통해 변화의 원칙과 방향을 보고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과 평생교육센터는 설
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상이하지만 결국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서 보통의 삶을 살도록 하는 다양한 접근에 기초한다는 것에는 맥을 함께 하고
있다.
개별모델에서 사회모델로의 채택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손상으로 인하여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
어야 한다. 이에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인간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 어떻게 조직화되어야 하고, 서비스 제공환경을 구조화되어야 하는지가 달라
진다.

<그림 1> 개별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비교 : 사회모델 채택
2) 김용득 외(2016). 장애인복지관 환경변화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재정립-발달장
애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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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손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택권과 통제권을 획득하고,
일상생활 개선을 위해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지역사회 중심접
근을 의미하는 사회모델로의 지향에서의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이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적극적 에너지를 지닌 발달장애인의 동기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
하게 된다.

∘ 성인기 주요이슈
당사자의 주도성, 강점, 적극성을
강조하는 임파워먼트 중시

※서비스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지향점 적용가능

<그림 2> 아동과 차별화된 성인서비스의 구성

이와 더불어 생애주기에 따라 지향점과 강조되는 서비스가 상이해 지게 되는
데 아동의 경우 보호와 양육, 발달측면이 중시되고 발달단계의 정상적 발달로의
보완을 위한 치료와 성장, 보호와 양육의 실천이 필요하며, 성인은 스스로 당사
자의 주도성, 강점, 적극성을 강조하는 임파워먼트가 중시된다. 이와 같은 서비
스가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진행이 된다면, 오
랫동안 상대적으로 복지관 서비스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서비스를 요구하였
던 이들의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교육 측면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측면의
접근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에 장애인복지환경 변화와 지역사회중심접근
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이를 교육구성에 반영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에서의
보편적 삶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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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복지 유사사업 비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유사한 장애인복지사업을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가족지원’,‘최중중장애인 낮활동 관련 시범사업’,‘장애인주간보호시
설’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2019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19년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확대추진계획, 2019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
등을 근거로 사업목적과 설치근거, 프로그램 구성 등 주요사항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들과 같다.
<표 1> 사업목적
구 분

목 적

장애인복지관

∘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
※ 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 중
「 3.장애인가족지원, 7.평생교육 지원」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챌린지2)

∘ 도전적행동으로 시설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의 낮활동 제공으로 지역사회 통합유도 및 장애 인 가족의 돌봄가
족 경감
∘ 선발권과 서비스 제공권 분리, 그간 시설에서 거부한 이용자 선정하
여 도전행동 유형에 맞는 개인별 지원서비스 제공 (선발: 서울시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제공: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 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함
∘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발달장애인 개별 욕구에 맞
는 서비스를 교육프로그램 등에 포함하여 제공함 으로써, 발달장애
인의 권리증진을 도모함

<표 2> 설치근거
구 분
장애인복지관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챌린지)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
∘

추진경과 2016. 5~12월 :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 방안 연구(서울복지재단)
2016.11월: 복지관 대상 시범사업 수요조사
2017.2~3월: 시범사업설계 간담회,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협
의, 장애인복지관 간담회 및 유관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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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치근거
∘ 2017.7월: 10개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 시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
∘
∘

평생교육법 제2조
발달장애인법 제26조 1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평생교
육센터 지정 및 지원)

<표 3> 프로그램 구성
구 분

프로그램 구성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 가족지원: 상담 및 교육, 가족기능 강화, 양육지원,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기타
∘ 평생교육지원: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 교육,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 교육, 시민참여교육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챌린지)

∘ 자기주장프로그램, 자기 주도적 선택활동, 일상기본활동 지원, 사회참
여활동, 문화여가활동
∘ 집단 프로그램 보다는 개별화된 개입과 이용자 특성에 맞춰 운영(자
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교통편의 제공, 재활치료사업, 자립생활지원, 정서 및 여가지원, 재활
프로그램, 개별사례지원,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 교육지도,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1일평균 필수과목 45분 이상 권고)
- 팔수과목 :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
육, 긍정적행동지원
-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센터 이용 발달장애인이 필수과목 외에 희망
하는 과목을 우선하며, 이용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보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위에서 제시하는 유사사업 내 구성요소 비교를 통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
터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는 교육과목 구성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
는 발달장애인 개인특성이 고려된 장애인복지적 접근의 결합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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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장경험사례 분석
1.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현황 및 기준
<표 4>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예정) 현황

33명
30명

648m2
500m2

개소
(예정)일
’16.3.10.
’16.4.1.

30명

500m2

’17.3.2.

30명

611m2

’17.3.16.

30명

531m2

’17.3.06.

30명

500m2

’18.7.1.

30명

594m2

’18.3.30.

30명

699m2

’18.3.12.

30명

550m2

’18.3.21.

30명

500m2

’18.4.3.

30명

544m2

30명

560m2

30명

683m2

오금동 135번지, 4층 (사복)밀알복지재단

30명

666m2

강북구 도봉로 388, (사복)대한불교조계
테마빌딩 6~7층(번동) 종 사회복지재단

30명

510m2

(미정)

30명

619m2

(사복)태화

27명

356m2

순번

자치구

위치

1
2

노원구
은평구

덕릉로 744, 3·4층
통일로 934

3

동작구

4

성동구

5

마포구

6

종로구

7

강동구

8

관악구

9

도봉구

10

성북구

11

중랑구

동일로 759, 4~5층

12

광진구

아차산로 390, 3~4층

13

양천구

중앙로 181, B1층

14

송파구

15

강북구

16

서대문구

증가로4길 63-17

-

강남구*

광평로 185, 3층

운영법인

(사복)성민
(사복)우리복지재단
(사)서울
사당로 253-3, 1층
장애인부모연대
(사)서울
성수이로 144, 5층
장애인부모연대
(사)서울
신촌로 26길 10, 3층
장애인부모연대
(사)서울
종로 17길 8, 2~3층
장애인부모연대
(사)서울
올림픽로 709, 3층
장애인부모연대
(사)서울
신림로 158, 4~5층
장애인부모연대
(사)서울
마들로 703, 4~6층
장애인부모연대
(사)서울
종암로 18, 3~4층
장애인부모연대
(사복)성민
(사)서울
장애인부모연대
(사복)대한예수교장
로회총회
(합동측)복지재단

※ 강남구의 경우 서울시 지정 발달평생교육센터가 아님
출처: 2019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 서울특별시

이용정원 시설면적

’19.7.
개소 예정
’19.7.
개소 예정
’19.5.
개소 예정
’19.7.
개소 예정
’19.9.
개소 예정
’19.10.
개소 예정
’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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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2019.7.1. 기준)
2019 7. 1 일부개정/ 센터별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직급
센터장

역

할

인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업무 총괄 관리

1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자 교육 총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자 도전적 행동 지원등 총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직원 교육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

1명

선임교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육 필수과목 담당
·담당 반 이용자 개별 특성 파악 등

5명

교사
(구, 보조교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육 선택과목 담당
·선임교사 업무 지원 등

5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업무(예·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지원인력 관리 등)

1명

팀장
※ 겸직가능

행정직원
※ 겸직가능

출처: 2019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 서울특별시

<표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직급배치 현황
2019. 6.30 현재 개소한 11개 센터 대상
직급

기본급

센터수

해당직위

선임교사

5급

11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교사
(구, 보조교사)

6급

1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안전관리인

7급

10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출처: 2019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공통)

2. 기획탐방 및 센터장 심층면담
<표 7> 기관방문 진행 내용
자치구

견학일

○○구
(1)

2019.3.20.
10:00~12:00

○○구
(2)

2019.4.2.
10:00~12:00

○○구
(3)

2019.3.20.
13:30~14:30

○○구
(4)

2019.3.20.
16:00~18:00

주요 질의(심층면담 내용)
∘행정과 회계
∘인력운용
∘이용자 반구성
∘공간구성
∘점심식사 제공방법
∘제공기관 간 네트워크 정도
∘센터운영의 어려운 점

방문자

센터장 박○○
지원자 조○○
박○○

위의 일정에 따라 기관방문이 진행되었고 각 4개 기관 센터장과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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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센터 운영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고 ○○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4개 기관에서 운영에 대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
었던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 심층면담 주요 내용
주요 질의
행정과 회계

인력운용

이용자 반구성

세부내용
- 센터장과 팀장이 행정을 회계가 회계업무를 담당함
- 중간관리자 부족 : 팀장1명이 정원으로 팀장이 반담임도 하면서 직원
슈퍼비전, 행정처리 등 업무 집중도 높음
- 담임교사는 수업진행, 보조교사는 케어 진행중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간 역할의 뚜렷한 차이가 없음에도 5급과 7급이라는 급수가 부여되어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강사활용: 언어치료,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
- 반배정시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하고 성비를 고려함
- 평생교육에 따른 학기개념 적용

공간구성

- 발달장애에 맞는 공간구조화 보다는 주어진 공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교실 배치함.

점심식사
제공방법

- 점심과 간식은 위탁조리업체 선정하여 운영 중
- 위탁업체 제공비용보다 이용료(월7만원)가 낮아 예산상 어려움이 있음
- 현재 대부분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7만원을 동일하게 받고
있으나 증액에 대한 검토 필요

제공기관 간
네트워크 정도
센터운영의
어려운 점

- 특별한 네트워크가 진행되지는 않음
- 향후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활성화 필요
- 보조금 예산의 동결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자치구에서 별도의 추가
운영비를 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자치구도 있음
- 예산확보를 위해 외부 프로포절 작성하여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임

○○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인
력의 구성이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배치기준(2019.7.1.)에 의하면
선임교사(필수과목 담당)와 교사(선택과목 담당, 선임교사 업무지원)로 되어있다.
2019.7.1. 이전까지는 선임교사를 정교사, 교사를 보조교사로 명명하였었고 호봉
책정도 교사는 5급으로 보조교사는 7급으로 책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종사자 배
치기준의 명명만 달라졌지 현재까지 5급과 7급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기관방문 및 심층면담 결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
에 있어 교사와 보조교사, 5급과 7급으로 구분하여 책정한 것은 차별의 여지가
있고 이는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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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직급에 따른 기본호봉 차등 산정의 문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에
따른 업무차이의 모호함과 이로 인한 상실감의 발생, 교사의 역할과 업무가 선
임교사와 크게 차이나지 않음에도 교사를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
원 등으로 배치하는 불합리함, 교사들의 이직과 교사간 관계의 미묘함 들의 문
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센터장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3. ○○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적용(안)
○○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중심성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과 발달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조화와 균형을 지향
하며 서비스를 구성하고 직원을 선발하였다.

1) 서비스 지향과 직원구성
상호협력의 시너지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일상적
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반담임 교사(사회복지사), 교과 담당교사(다영역 전문가)
각 1인 배치하기로 하고 호봉상 급의 차이를 두지 않기로 하였다. 교과담당교사
가 다영역 전문가임에 외부 강사 없이 진행이 가능하여 강사비 절감과 다학제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9> ○○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력배치
교사 구성
반담임
교사

교과
담당
교사

관련자격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언
어치료사,작
업치료사, 직
업재활상담사
등

인원

역할

서비스 지향

5명

∘ 각 반의 담임으로 전반적인 반
운영관리 총괄
∘ 이용자 보호자 상담,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 기획 ·진행·평가
∘ 교과담당교사 수업 지원

권한강화
지향

5명

∘ 전문적인 학습영역을 교육
(특수교육, 언어치료, 직업전훈련,
신체활동 등)
∘ 정해진 수업시간에 각 반을 돌며
수업 진행
∘ 반별 혹은 개인별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계획·평가
∘ 반 담임교사의 수업 지원

개인 맞춤형
능력발달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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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교사는 각 수업 시 참관과 지원을 통하여 각 교사의
수업에서 볼 수 없었던 영역별 활동에서 나타나는 당사자의 강점을 확인한다.
반 담임교사(사회복지사)는 강점 중심 접근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하여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위한 권한강화 지향하도록 한
다. 교과 담당교사는 학령기 이후 중단되었을 수 있는 신변처리기술, 일상생활
기술,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적응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개인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능력발달 지향
중심의 접근을 실시한다.
<표 10> ○○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서비스 구성
연
번

사업구분

세부사업내용

사업수행방법
(시기,대상,방법)

기대효과

1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지
원 서비스
(SSSP)

∘상담, 접수면접
∘욕구기반평가·지원계
획수립
∘모니터링 및 사례회의

∘년중
∘발달장애인· 가족
∘개별접근 및
유관기관 협력

개별화된 이용자 중
심의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필수교육과
정

∘의사소통지도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건강관리교육
∘권익증진 및
자기결정훈련
∘직업전환교육
∘긍정적 행동지원

∘월~금
∘교육생
∘개별·그룹수업/센
터·지역사회시설
교육

교육생의 잠재능력
을 개발하고, 의미
있는 낮 활동지원으
로 가정 돌봄 부담
을 경감시킨다.

3

선택교육과
정

∘기초학습교육
∘음악활동
∘미술활동
∘방송댄스
∘정보화교육
∘맵시가꾸기 ∘계절캠프

∘월~금
∘교육생
∘개별·그룹수업/센
터·지역사회시설
이용

교육생의 자존감,
자립심, 사회성을
향상시킨다.

4

단과교육과
정

∘볼링교실
∘나도 k-pop 스타
∘기타 단과교육

∘회기한정
∘지역발달장애인
∘그룹활동/센터·지
역사회시설이용

지역 내 발달장애인
을 대상으로 단과반
을 운영하여 서비스
선택권을 넓힘

∘동료상담
∘지원자 교육
(함께가는 강북장애인
부모회 연계)

∘회기·분기별
∘가족
∘그룹활동/센터·지
역사회 시설이용

가족불안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지지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한다.

2

5

지원자
지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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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사업구분

세부사업내용

사업수행방법
(시기,대상,방법)

기대효과

시민
참여교육

∘학생회활동
∘정치참여활동
∘기자단활동
∘사회공헌활동

∘년중,회기한정
∘교육생
∘그룹활동

교육생의 주도성,
성취감, 소속감을
기른다.

7

열린운영

∘인권모니터링
∘건의함
∘욕구조사
∘간담회

∘년중·분기별
∘가족

센터공개를 통해
신뢰구축과 이용자
인권을 보장한다.

8

지역사회네
트워크

∘자원봉사자관리
∘후원자 개발
∘실습지도
∘지역사회네트워크활동

∘년중
∘지역주민
∘개별활동·캠페인
등

지역주민의
인식개선하고,
전공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기획홍보·
운영지원

∘사업계획수립과 평가
∘직원연수교육
∘회의체운영
∘홍보

∘년중
∘직원·지역사회·
지역주민
∘팀·유관기관 협력

직원과 센터가 같이
성장·발전하여
이용자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9

2) 지역사회기반 연계 및 협력활동
지역사회중심지원활동은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자
립생활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서비스 욕구와 연결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변화와 흐름에 따라 당사자의 자기선택과 결정
을 중요시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목표한 바를 지역사회 내에서 실현해
나가는 이념이 장애인복지 현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서울시 연계사업(스몰 스파
크, 옹심리)과 민-민 연계사업이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발달 장애인 평
생교육센터가 위치한 자치구나 인근지역에서 본 사업을 하는 곳과 협력하여 참
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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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연계사업 참여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협력
<표 11> 스몰스파크
사업명
개요

방법

장애 비장애 소모임 지원 “스몰스파크”
지역사회모임에 참여하여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작은 변화에
기반하여 발달장애 친화환경을 만든다
투입

활동

산출

지역주민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시설

정기적 모임 참여
(월1회)

모임희망자
(센터 정원의 ○%)

<표 12> 주민과 서비스 매칭 “옹심이”
사업명
개요

방법

장애 비장애 친구만들기“옹심이”
장애 비장애 또래간 정기적인 만남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할 친구를 만
드는 활동
투입

활동

산출

지역주민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시설

정기적 만남을 통한 친
구 만들기

활동희망자
(센터 정원의 ○%)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포괄적인 도
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와 연결하기 위한 노력과 각종 자
원과 사업의 연계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
다.
(2) 민-민 연계사업
① ○○장애인종합복지관 연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원교육, 다학제 접근지원, 자원 및 공간나눔,
지역사회 행사참여, 관련사업(활동)자문, 대형버스 대여 등
② ○○구 부모회 연계 : 부모교육 (강사연계), 동료상담 등
③ 유관기관 연계 : 장애인 방문 진료 건강의 집, 종합사회복지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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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협의회 구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시작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요구와
노력 아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향후 서울이 25개 자치구 모든 자치구에 설
치될 계획으로 그 수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세부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자치구 단위
를 벗어나 이를 총괄하는 논의구조가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 서울시 발달장애
인평생교육센터 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적은 기관 수와 운영법인
의 다양하지 않았다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점차적으로 운영법인이 확대되고 있
고 센터 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후속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업무 표준화 등의 시스템 마련 모색을 논의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각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운영
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대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직원교육 체계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자격
을 갖춘 인력에 의해 5년 동안의 교육을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전적 행
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물론 발달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
증반도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센터의 규모와 인력, 수행해야 역할에 비하여 직원들을 위한 전문적이
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 주5일 종일 운영되므로 별도의 교육시간을 갖기도 어려워 별다른 교육과정
없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 센터별로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
며, 발달 장애인의 특성과 행동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필요한 직
원 개발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별도의 교육이나 훈
련 이 부재한 상황에서 바로 교사로 투입되어 교육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양질
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문제나 어려움에도 탄력적으
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센터 별로 교
육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체적이지 않아, 비교적 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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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행동을 가진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챌린지2”와 낮활동이라는 개념과
이용자 특성은 비슷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겠으나, 교육에 대한 사전 준
비과정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1) 유사사업 직원교육의 예 :
도전행동을 가진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챌린지2」직원교육
① 「챌린지2」 1기 : 2017.7.1. ~ 2019.6.30.
서울시 낮활동 시범사업에서는 신입직원교육 1회, 직원보수교육 3회, 전체
직원연수 1회 등의 여러 유형의 직원교육을 진행하였다.
<표 13> 「챌린지2」 1기 직원교육 내용
교육유형

신입직원연수

교육일정

2017.
6.27.~29(3일)

2018.2.1.
3.7(12시간)
보수교육

전체직원연수

교육내용
∘낮활동 시범사업 안내
∘발달장애인 인권, 자기결정
∘도전적행동에 대한 이해
∘도전적행동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이해와 의사사통 지원
∘도전적행동 사정평가 및 선정절차
∘응용행동분석(ABA) 이해
∘PCP에 대한 이해
∘도전적 행동 지원서비스 수행 경험
∘액티비티 구성
∘긍정적행동지원-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응
∘활동강화를 통한 도전적 행동지원 모델
∘약물에 대한 교육

2018.8.1.(3시간)

∘도전적 행동과 신체적 개입

2018.7월~12월
(6회, 총 18시간)

∘ABA집중연수 유지회기-컨설팅 실시

2018.7.11.~12 (1박2일)

∘직원 소진예방 프로그램 실시
∘도전적행동 프로그램 이용자 사례보고

출처: 김미옥 외(2019).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교육자료. 서울특별시,전북대학교 138p.

② 「챌린지2」2기 : 2019.7.1. ~ 2021.6.30
가. 서비스 시작전 : 3일간 기초 집중교육 실시
나. 서비스 시작후 : ABA교육(매주 수요일 리프레쉬 데이를 활용하여 실
시), 운영매뉴얼 교육자료 활용 심화교육 2회 실시
다. 1기 선경험 수행기관을 2기 수행기관의 멘토로 활용하여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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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챌린지2」2기 ABA 교육 계획
회기

주제 및 내용

과제점검

다음회기 과제

1

① 교육과정 소개 및 자기점검
- 기관별 소개, 현재어려움, 목표
설정, 기존 중재공유, 중재기록
지 공유
② 기록하기
- 강화의 원리와 ABC유관, 목표
설정

초기 자기점검표
목표기록지
오프닝 비디오
사례비디오

사례비디오 촬영
기록지
(ABC, 분포도, 달력,
DBCM, 동기설문지)
중재적용기록지

2

③ 동기 및 강화물
강화물 평가점검, 동기부여, 연
합을 통한 동기확장, 긍정적
상호작용, 토큰
④ 지시순응
지시기법, 촉구하기

사례비디오 공유
기록지 공유와 분석
상호작용 공유

강화물 평가
토큰준비
중재적용 기록지

3

⑤ 시각적 지원
시각스케쥴
타이머 사용
규칙보드 사용
⑥ 사회성 이야기
사회성이야기 제작
적절한 규칙 제시와 적용

강화물 논의
토근 사용논의
사례비디오 공유
상호작용 공유

시각스케쥴 적용
사회성이야기 적용
중재적용 기록지

4

⑦ 기능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촉진방법
⑧ 행복일기, 강점알기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법

시각 스케쥴 적용 논
의

기능적 의사소통 적용
중재적용기록지

5

⑨ TEACCH
환경적 구조화 소개와 적용
⑩ 가정과의 연계

기능적 의사소통
사례공유
상호작용 공유

TEACCH적용
중재적용 기록지

6

⑪ 강화물 점검
적용사례 점검
⑫ 행동중재 계획서 작성 및 사례
점검 및 마무리

TEACCH적용
사례논의
상호작용 공유

행동계획서 작성 및
중재적용

2) 자문위원단 구성 운영
평생교육센터 운영과정 중 발생하는 도전행동이나 개인별지원계획 등 전문자
문단을 구성하여 필요할 때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 「챌린지2」는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가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자문 및
운영매뉴얼 책임연구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사업표준화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자문 외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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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양식 등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3) 서비스 표준화
평생교육 수행기관 및 교사들은 평생교육의 업무구성 및 운영체계에 따른 포
괄적인 이해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도모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담당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통의 기준과 각 센터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 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매뉴얼 제작을 통해 최저기준을 제공하고, 업무서식 표준화를 통한 성
과관리, 사업기획, 서비스 공간구성, 기록의 방법, 서비스 질 관리, 위험 및 안전
관리, 직원교육, 이용자 및 부모교육 등의 체계화함에 따라 각 센터에서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표 15> 최중증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운영매뉴얼 교육자료 – 운영지침 구성 -3)
목차
1장 개요

2장 사업기획

주요내용
1. 낮활동사업 운영지침 개발목적
2. 낮활동사업 운영지침 구성
3. 낮활동사업 운영지침 특성
낮활동사업 운영준비
낮활동 운영계획
3. 낮활동사업 운영

3장 낮활동서비스

1.
2.
3.
4.

4장 서비스 공간

1. 기본구성
2. 서비스 공간 구성시 고려할 요소

5장 서비스 기록

1. 서비스관련 기록
2. 이용자 행동변화 모니터링

6장 서비스 질관리
7장 위험 및
안전관리

낮활동서비스 개요
낮활동서비스 이용자 모집 및 선정
개인별지원계획
낮활동서비스

낮활동서비스 점검 및 평가
시간관리
소진 및 스트레스 관리
1.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낮활동서비스와 안전문제를 접근하는
일반원칙

3)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시범사업 운영매뉴얼 교육자료는 운영지침, 이용자용 교육자
료, 부모용 교육자료, 직원용 설명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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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내용
2. 중증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서비스 참여권과 여러 이해당사자의
책임
3. 자유제한의 관점에서 본 도덕적 행동에 대한 지원과 안전조치

8장 직원교육

1. 직원 자격기준
2. 직원교육

9장 이용자 및
부모교육

1. 이용자 및 부모교육의 필요성
2. 이용자 및 부모교육 진행

출처: 김미옥 외(2019).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교육자료. 서울특별시,전북대학교

4) 공간 구조화와 시각화 지원 컨설팅
발달장애인에게 최적화된 공간 구조와 시각화 지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
기에서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서에 제시된 기본구성 외에 발달장
애인의 특성에 기반하여 공간 구성 시 고려할 요소를 말한다. 공간구성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기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나 신규 개소를 준비하고 있
는 센터의 공간구조화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주어진 공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구조화된 환경의 필요성과 고
려요소, 공간활용과 시각화에 대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발달장애 특성에 기반한 공간구성 고려요소

고려요소

∘
∘
∘
∘
∘
∘

공간의 충분성과 안전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성
이용자 관찰의 용이성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구성
이용자 개인의 휴식 및 사생활 보호
활동진행에 도움이 되는 교구 및 물품배치

출처: 김미옥 외(2019).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교육자료. 서울특별시,전북대학교 83p

(1) 구조화된 환경의 필요성
① 환경 안에서 이해하고 예측함으로서 도전적 행동이나 기타 어려운 점을
감소할 수 있다. (스케쥴의 루틴, 환경의 이해 도모를 통한 불안 등의 감
정의 기복의 축소)
② 환경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을 예측할 수 있다. (개인별 스케쥴, 구
조화된 일들, 예측가능 한 환경 속에서의 긍정적인 경험들의 증가)
- 독립심과 강화가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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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한다.
- 일반화 기술을 습득한다.
<표 17> 구조화 지원의 구성요소
〔물리적 구조〕

〔시각적 일정〕

환경에 의미와 맥락을 추가하기 위해 가구,
물품, 일반주변 등을 정리하는 방식

활동의 순서에 관한 정보제공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정보

〔개별적 과업구조〕

〔시각적 정보〕

한 일저어 내에서 과업을 조직하는 체계적
방식

과업을 명확히 구성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시각적 구조를 시각적 명확성, 시각적 구성,
시각적 지시

출처: 이동석, 김용진 외(2017). 도전행동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 매뉴얼 개발. 아산사회복지재단,노틀담복지관. 53

(2) 구조화된 공간활용과 시각화 사례4)

전체공간

개별공간

4)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2017). 도전적행동을 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현장전문가
를 위한 집중교육. 아산사회복지재단·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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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시각적 일정

구조화된 과업

시각적 정보

<그림 3> 공간·과업·일정 등의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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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제언
평생교육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운
영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교육과 복지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고, 본 센
터 설치의 근거법령을 보면 평생교육법 외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
사업법 등 관계규정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도 학령기 이
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집중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우선선발(고도비
만, 중복장애, 문제행동 등)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북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 이후 개소 준비를 위해 타 기관 견학을
통하여 조언을 듣고 장애인부모회와 논의하며 든 고민은 발달장애인, 발달장애
중복장애인, 문제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적 접근과 그
동안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였던 재미있고 의미있는 낮 활동의 문화·여가·
스포츠 서비스와의 균형이었다. 그리고 교육 제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성인
기의 개인별 욕구에 따른 접근과 또래문화의 향유, 종결 후 지역에서 살기 위한
출구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복지관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
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적합한 지원을 위해 능력발달지향과 권한강화
지향의 접근을 시도가 필요함을 확인하여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하였다. 이와 더
불어 직원들의 직급을 모두 5급으로 평등하게 배치하여 치료사, 특수교사 등은
능력발달지향의 접근을 사회복지사는 권한강화지향의 접근을 통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서의 직원들의 5급과 7
급의 차이를 두는 것이 가지고 오는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고 이의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현장경험을 통한 조직화 준비 과정에 대한 연구적 수행 및
내용분석을 통해서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적응 및 적용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궁극적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정체성과 기능 및 역할의 중요성, 세부적
인 조직과 기능화 등에 관련한 발전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력구조는 장애인 욕구에 맞는 개인별
지원을 하기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반담임 교사와 교과담당교사의
평등한 직급 구성을 통한 인력구성이 필요하다.
보조교사의 개념이 아닌 모두 교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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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환경 구성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강화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으며,
안정적 근속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
영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원들은 센터의 취지에 맞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
한 총체적인 접근과 지원계획 수립이 가능 할 것이다.
둘째, 도전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들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챌린지 2사업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등과 같은 모범적 사례를 통해 30명이라는 발달장애인 대
상의 평생교육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협회 구성이 필
요하다. 협회에서는 업무표준화 노력과 체계적인 직원 개발 및 훈련프로그램,
발달장애 특성이 반영된 공간과 시각적 자료의 준비 등 센터 간 서비스 최저선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소규모시설협의회를 통해 교육훈련프로그
램, 사업컨설팅 등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 지원을 하
고 있는 소규모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예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교육과 복지의 결합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몇 년
내에 서울시 25개 전체 구에 개설되어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로써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제는 그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
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표준화, 공간의 구조화,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체
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직과정에 국한하
여 기존 기관들에 대한 탐색과 심층면담 등에 입각한, 실천현장에서의 발달장애
인 평생교육 기관 현황과 평생학습 수행과정 등에 대한 경험적 고찰에 주로 의
존하였기에 그 연구 내용과 성과를 일반화하고 학술적 차원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실천현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현재의 상황 인식과 과제, 효과적 운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주제에 맞는 연구적 의
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술적 탐색과 실천적 경험사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복합 연구 설계와 시행으로 그 성과를 더욱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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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ggestion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Lifelong Education
Center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Preparing to open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Gangbuk-gu -

Park, Eun Ah(Gangbuk Rehabilitation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the opening of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for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Gangbuk-gu,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for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ch
as the composition of human resources, the combination of education and welfare, and
the service orientation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and guidelines for disability welfare
projects similar to lifelong education center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result, the Center for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based on Article 2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nd Article 26 of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Act.
In order to ensure that the two legal foundations in the combined structure of
education and welfare can be harmoniously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center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current status of lifelong
education center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welfare for the disabled, and the formation of lifelong education center Associ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 would like to suggest.
■ Key words :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Center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Education and Welfare, Association of Lifelong Education
Center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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